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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간섭수단으로서 국가형벌은 언제나 도

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조엘 파인버그는 밀의 자유주의를

계승하여 형사법의 도덕적 한계에 대하여 가장 심도있는 분석을

제시한 철학자이다. 그의 연구는 법과 도덕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지닐 뿐 아니라 형법의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하는

철학적 반론으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그의 목적은 오직 타인에 대

한 해악만을 형사법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인정하는 자유주의를 입

법의 실천에 부합하여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들려는 것이다. 논증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유제한원리들이 제시된 후 자유주의에서 이

를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는 구조를 취한다. 자유제한원

리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를 가리킨다.

파인버그는 자유를 일단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이 정당

화되려면 이러한 자유의 추정을 압도할 수 있어야한다고 한다. 이

것이 가능하려면 규범적인 맥락에서 타인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서 비난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사실적인 차원에서는

타인의 이익을 퇴보시키거나 회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쾌한 마

음상태를 야기해야만 한다. 전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하

는 것을 ‘해악의 원리’, 후자를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라 부르며 자

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유제한원리만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

다. 물론 각각의 자유제한원리를 적용하는 일은 이론적 명제의 서

술로만은 불가능하고, 일부 도덕적 공리들로 조정되어야만 한다.

반면 파인버그의 자유주의 기획에서 배척되는 자유제한원리로는

‘법적 후견주의’와 ‘법도덕주의’가 제시된다. 법적 후견주의는 행위

자 스스로에 대한 해악을 그의 좋음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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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리이며, 법도덕주의는 사회

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행위

를 형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권리침해의 위

법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이

에 관련되는 사례들 중 형사적 규율에 대한 도덕적 요구가 강한

것들은 자유주의 이념과 배치되지 않는 자유제한원리로 그에 대한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되고 있다.

주요어: 조엘 파인버그, 자유제한원리, 해악의 원리, 혐오유발행위의

원리, 법적 후견주의, 법도덕주의

학 번: 2013-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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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대상1)

∙ 임산부의 부주의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부모와 의사

를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2)

∙ 잔인한 “슬래셔 무비”3)를 즐기는 성인이 모방범죄를 한 경우 영화

의 제작자와 감독은 형사책임을 지는가?4)

∙ 광화문 광장에서의 단식시위에 대항하여 “폭식시위”를 하는 사람들

을 지나가던 시민이 고발할 수 있는가?5)

∙ 성인인 배우가 아동 흉내를 내는 음란물을 사적으로 시청하는 일은

처벌받아야 하는가?6)7)

1) 서두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은 파인버그가 각각의 자유제한원리들과 함께 검토하였

던 사례들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2) 장애아의 출산이 해악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1 Harm to Oth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97-104쪽 참조.

3) ‘베는 사람’이라는 뜻의 “Slasher”로 공포영화의 한 장르이다. 주로 무차별적인 살

인마가 동기 없이 잔인하게 살상을 저지르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

을 갖는다.

4) 영화 속 장면을 모방하여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 제작자가 형사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책, 232-243쪽 참조.

5)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 혐오스러운 표현이 금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서

과거 스코키 마을에서의 나치 숭배자들의 침묵행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2 Offense to Oth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86-93쪽 참조.

6)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있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물에 아동·청소년을 연상하는 음란물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중략)… ‘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

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50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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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인 마약복용을 형벌로서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8)

∙ 자발적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인가?9)

∙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적극적 안락사를 실시한 의사는 촉탁승낙의 살

인죄로 처벌되어야하는가?10)

∙ 채무자의 긴급한 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은 전면적으

로 금지되어야 하는가?11)12)

∙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13)는 위헌인가?14)

이러한 질문들은 현재 우리 형법의 규율범위를 둘러싸고 빈번하게 제

기되는 논쟁들이다. 이중에는 이미 현행형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폐지

가 논의되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법안의 제정을 요구받는 것들도 있다.

법률의 제정과 폐지를 관할하는 기관을 통칭하여 입법부라 한다면, 어떤

7) 성인의 사적인 포르노물 향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서는 위의 책, ch. 11-12의 논의 참조.

8) 성인의 자발적인 향정신성약물 복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3 Harm
to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127-134쪽 참조.

9) 매춘행위의 처벌에 대한 찬반론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성매매의 제의가 강

제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의 책, ch, 24의 논의 참조.

10) 적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책, ch. 27의

논의 참조.

11) 현행법은 이자제한법 상 법정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을 때에만 벌금형의

부과 및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타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착취행위에 피착취자가 동의하였기에 권

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사례로서 고리대금(사채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4 Harmless
Wrongdo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196쪽 이하 참조.

13)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형사처벌의 개입근거를 ‘인격 타락의 방지’ 혹은 ‘품성의 함양’으로 드는 입장에

대해서는 위의 책, ch. 33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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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만들고 없애도록 입법부를 움직이는 기준은 무엇인가? 특히 자유

에 대한 강력한 간섭을 바탕으로 하는 형벌법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입

법자는 더욱 신중할 터인데, 이때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어떤 혐오유발

행위의 원리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에 대한 대

답으로서 한 위대한 탐구를 소개하려는 데 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 글은 형사입법을 지도하는 원리에 대한 추상적인

분석만을 목표로 한다. 헌법 상 입법절차에 대한 연구 혹은 입법자에 관

한 행태심리학적 분석 등 입법 자체에 관계하는 이론들은 여기에서 논의

되지 않는다. 논쟁이 되는 형벌법규 각각의 합헌여부에 관한 논의도 마

찬가지이다. 여기서 “입법자의 행동반경이 제한된다”는 명제는 오직 규

범적인 관점15)에서 특정한 규칙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뜻으로

풀이해야만 한다. 형법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간섭으로서

특정한 행위를 처벌해야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포함한다. 즉, 당해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도덕적 판단들의 형량의 결과가 형사법 안에 구현되는 것

이다. 이때 각 도덕적 요구가 실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중

요하지 않다.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쟁점은 법이 도덕을 표방하는 것이라

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이다. 즉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 이는 법철학의 가장 고전적

이고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16)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형법학 상 법익론의 관심사와도 중첩된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 독일 학계로부터 시작하여 형법학에서는 법질서가

15) 여기서의 ‘규범적 관점’이란 당위적으로 도출되는 명령으로서 규칙 내용의 정당

성을 평가하는 맥락으로 이해한다.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언제나 최대한으로 존중

해야 한다는 당위명제를 취한다. ‘비사실·비경험적 관점’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16) 하트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법철학적 논쟁은 크게 네 가지로 진행될 수 있

다고 한다. 즉 첫째는 역사적이고 인과적인 논의, 둘째는 정의(定議)의 논의, 셋째

는 법의 효력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며 넷째는 법이 도덕을 강제할 수 있

는가의 논의이다. 이중 네 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논의

에 해당된다. “특정한 행위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부도덕하다는 사실이 그에 대한

법의 처벌을 충분히 정당화하는가?” H.L.A. Hart, Law, Liberty, and Mor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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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를 형벌을 통해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법익론과 행위론

이 대립을 이루었다. 이중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

하는 법익론17)이 우리의 논의와 연관된다. 왜냐하면 형법의 구성요건의

근거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연

역된 법익에 대한 침해를 드는 것은 결국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처벌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보

다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으로 발전하는데 궁극적 의의가 있다.18)

그러나 본문은 형법의 구성요건을 오로지 규범적 차원에서 근거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규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익론

과 논의의 초점을 달리한다. 규범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규칙이 정책적

인 타당성을 갖고 입법되는 것의 문제는 우리의 논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의 형벌법규가 만들어지고 폐지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목적

을 가진 정치·경제·사회학적 논의가 포함된다. 규율되는 행위양태가 보

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오늘날에는 정책적 논의의 역할이 더더욱 커

진다. 그렇다면 오직 규칙의 도덕적인 정당성 차원만을 해명하는 데에는

어떠한 실익이 있을 수 있는가? 법과 도덕적 강제의 문제는 다소 해묵은

논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제시하였던 실천적 쟁점

들의 중심에는 아직도 ‘형법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의 한계’라는 원론

적인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자유와 그 범위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아닌― 형이상학적 고민으로 회귀한다. 예를 들어 성매

매특별법 위헌 논란에 있어 제기되는 쟁점들은 법의 실효성 및 형평성의

문제,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전한 성풍속의 유지 간의

헌법상 이익형량의 문제 등으로 구현되지만 입법부의 태도를 예측하는데

17) 독일 법익론의 역사에 대해서는 양천수, “19세기 독일 형법학에서 전개된 법익

개념 : 理念史를 중심으로 하여”, 《법사학연구》 38호, 한국법사학회, 2008. 참

조.

18) Ulfried Neumann, “Moralishe Grenzen des Strafrechts. Zu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1986, 118쪽.



- 5 -

있어 궁극적으로 자율성과 건전한 성 도덕 혹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의

방지의 가치를 형량하는 기준이야말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법체계가 자유에 부여하는 비중의 정도 및 자기결정영역의 한계

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생산한다. 물론 헌법해석적 차원에서 관행을 탐

구하는 것만으로도 논쟁은 거의 해소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강제 수단으로서 형사처벌은

특정한 도덕을 강조하거나 배격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비록 우연

적이라 할지라도 형법은 공동체의 도덕적 판단을 지도하는 이념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언제나

탐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자유주의 철학자 조엘 파인버그(Joel Feinberg)는 이러한 형사법의 규

범적 정당성을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인물이다. 그는

“형사법의 도덕적 한계(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19)라는

표제 하에 국가형벌권의 도덕적 정당화를 주제로 하는 네 권의 저서를

저술하였다. 단, 여기서는 자유주의 이념과 국가형벌권 자체에 대한 일반

적 정당화는 모색되지 않고 단지 개별 형사법규를 특수하게 정당화하는

배후의 도덕 혐오유발행위의 원리가 해명될 뿐이다. 파인버그에 따르면

국가의 형사처벌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간섭이기 때문에

항상 이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국가형벌의 정당화

원리들은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으로 명명된다. 그가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자유제한원리는 크게 제 1권의 《타인에 대한 해

악》의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 제 2권의 《타인에 대한 혐오유발

행위》의 혐오유발행위의 원리(Offense Principle), 제 3권의 《자기에 대

19)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1 Harm to
Oth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2 Offense to Oth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3 Harm to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4 Harmless Wrongdo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6 -

한 해악》의 법적 후견주의(Legal Paternalism), 제 4권의 《해롭지 않은

위법행위》의 법도덕주의(Legal Moralism) 네 가지이다. 그는 형사법이

어떠한 자유제한원리에 정초되는지에 따라 자유에 부여하는 중요도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그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원리들을 형법에

적용해서 자유주의 이념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데, 이를

위해 자유에 대한 간섭의 수단으로서 형사법은 보다 논리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의 법사상의 기초는 존 스튜어트 밀(J.S.Mill)과

존 롤스(J. Rawls)인데, 전자의 윤리적 자유주의에 의해 주장된 ‘해악의

원리’ 안에서 국가형벌권의 제한원리를 발견하지만 이를 후자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의해 통합해서 포괄적인 형법의 정당화 근거를 모색한다고

한다.20) 요컨대 그의 기획은 해악의 원리와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만을 형

사처벌에 대한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relevant reason)로서 밀 이래의

자유주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리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법과 도덕의 문제가 (형)법철학의 고전적 주제인 만큼 파인버그에 대

한 연구도 완전히 혁신적인 시도는 아니다. 사실 그의 《형사법의 도덕

적 한계》 연작은 형법 및 법철학도에게는 고전처럼 읽히는 것이기도 하

다. 그러나 이것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완성도 높은 철학서라는 점에

서, 비록 익숙한 면은 있지만, 끊임없이 탐구될 만한 연구의 실익을 갖는

다.

20) Gerhard Seher, Liberalismus und Strafe- Zur Strafrechtphilosophie von 
Joel Feinberg, Duncker&Humbolt, 2000, 163-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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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국내외 파인버그 연구는 후견주의 논쟁사의 한 축으로서 그를

인용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는 그의 연구가 목적하는 것 중 하나가 후견

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설명방식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밀이 스테픈(J.F.Stephen)21)과, 하트(H.L.A.Hart)가 데블린

(Patrick Devlin)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후견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단호

한 거부를 철회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였던 이론적 모순을 해명하

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본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파인버그 연구의

배경적 전제가 되는 후견주의 논쟁사를 개관하고자 한다. 근대 이후 후

견주의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1859년 밀이 그의 저서 《자유론(On

Liberty)》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스테픈이 《자유·평등·박애

(Liberty·Equality·Fraternity)》를 발표하며 밀과 대립각을 세운 ㈀ ‘밀-

스테픈 논쟁’이 후견주의 이론사의 첫 번째 기록이다. 두 번째의 대대적

인 논쟁은 1957년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가 동성애와 매춘에 대한 형법규

정을 회의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는데, 이를 비

판하는 데블린 판사의 주장을 하트가 재비판하였기에 ㈁ ‘하트-데블린

논쟁’이라 한다.22)

㈀ 밀-스테픈 논쟁

밀은 자유를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사회적 자유’로 보고 국

가권력과 다수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개별성(individuality)을 발휘하는

삶을 수호하고자 하였다.23) 이는 개인의 행위영역 중 자기에게만 영향

을 주는 영역과 타인에게 영향을 주어 책임이 생기는 영역을 구별하고

외부의 간섭은 오로지 후자에만 국한시키고 전자의 구역은 절대적으로

존중함으로써 가능해진다.24)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21) 스테픈의 반론에 밀이 대답을 한 것은 아니었다.

22) 강영선, “자유와 배려-후견주의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2, 10-11쪽.

23)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역, 책세상, 2005,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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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해서만 국가는 간섭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설사 당사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한 온정적인 목적을 지닌 강제라 할지라도 후견

주의적인 것으로 모두 배척되어야한다.25) 이러한 자유를 행사하는 개

인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고’ 자기발전

(self-development)이라는 목적론적 가치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나 미개인들에 대한 연성후견주의

적 간섭은 밀 역시 긍정하였다.26) 반면 스테픈은 밀이 인간의 본성을

낙관하였다고 보고, 인간의 ‘선함’은 법과 여론과 같이 강제적인 안전

장치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획득된 산물이

라 주장하면서 밀을 반박한다.27) 또한 인간은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

는 본성을 지니기 때문에 행위의 자기관계-타자관계적 영역을 분명하

게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28) 그는 법도덕주의의 입장에서 법은 광범

위하게 미덕을 장려하고 악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종교나 도덕의 유지와 확립을 위할 때나 정부 형태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할 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9)

24) 여기에는 타인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지만 자발적이고 순수한 동의나 참여를 얻

게 되는 부분도 속한다. 이러한 자유의 기본 영역으로는 양심의 자유(생각과 감

정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결사의 자유가 도출된다고 한다. 위의 책, 36-37쪽.

25) 밀은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의 증진을 말하는 효용(utility)

을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에게 있어 ‘자유의 절대적 존중’은

공리주의의 토대 위에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외부의 간섭을 가능케 하는 타자관

계적 행위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여 해악(harm)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

다. 위의 책, 32, 34쪽.

26) 위의 책, 33쪽.

27) J.F.Stephen, ed. Stuart D. Warner, Liberty, Equality, Fraternity, Liberty

Fund, 1993, 13-15쪽.

28) 강영선은 후견주의는 이 두 영역의 구별을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스

테픈의 주장은 후견주의 맥락에서는 애초에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강영

선, 앞글, 47-48쪽.

29) J.F.Stephen, 앞책, 8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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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데블린 논쟁

밀 이후에 후견주의 논의는 성매매, 간통 등 주로 ‘성’과 관련한 쟁

점들과 관련되었다.30) 이것의 연장에서 1957년 9월 존 울펜덴에 의해

주재된 동성애 범죄와 매춘에 관한 위원회31)는 사적인 성인 사이의 동

성애와 매춘행위를 더 이상 형사범죄화하지 않을 것을 영국 의회에 권

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그와 같은 부도덕에 신경을 쓰는 것은

(형)법의 의무가 아니다.”32) 이에 당시 고등법원 판사였던 데블린은 그

의 매커비언 강의에서 “부도덕에 맞서는 입법에 이론적인 한계는 있을

수 없다”라며 비판을 가한다.33) 울펜덴 보고서에서는 형법이 자유에

간섭하는 이유가 도덕적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

민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하지만 살인, 절

도와 같은 범죄들은 도덕과 중첩되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34) 데블린에게 도덕이란 공적 도덕으로 집단 즉 사회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며, 사회 내에 확립된 공동의 도덕은 사회를 존속

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형법이 개입해야만 한다고

한다.35) 이 시기 옥스퍼드 대학의 법철학 교수 하트는 《법, 자유, 도

덕(Law, Liberty and Morality)》을 발표하며 법도덕주의를 둘러싸고

30) 강영선, 앞글, 54쪽.

31) 따라서 울펜덴 보고서라 부른다(이하 “울펜덴 보고서”). 울펜덴 보고서로 말미암

은 하트-데블린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는 Robert P. George, Making Men
Moral: Civil Liberties and Public Mor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48-82쪽; Carl F. Cranor, "The Hart-Devlin Debate", Criminal Justice Ethics,
Winter/Spring, 1983 등 참조.

32) 여기서는 종교적·도덕적 의미를 지닌 죄(sin)와 형사범죄(crime)를 동일시하는

입장에서 탈피할 것이 강조된다. Report of 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1957), Cmd. 247, para. 257.

33) Patrick Devlin, “The Enforcement of Morals”, Maccabaean Lecture in

Jurisprudence,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45 (1959), 129-51쪽.
34) Patrick Devlin, The Enforcement of Morals,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5,

8쪽; 데블린은 사회 안에 확립된 도덕은 사회복지를 위해 훌륭한 정부 못지않게

필수적이며 반역과 도덕의 전복은 그 폐해가 유사하다고까지 한다. 위의 책, 7쪽;

데블린의 입장은 (협의의) 법도덕주의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문 제 4장

제 2절 이하에서 다시 논의.

35) 위의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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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블린과 격론을 벌이게 된다. 하트는 후견주의에 대해 밀이 제기한

가장 강력한 반론 근거인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견주의의 필요성을 긍정한

다.36) 사회는 준거가 되는 도덕을 확인할 수 없기에 법도덕주의는 배

척되어야하지만37), 동성애와 매춘같이 부도덕을 처벌하는 법률은 법도

덕주의가 아닌 후견주의적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38) 그

러나 하트가 경성후견주의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며 밀도 인정하고 있

는 연성후견주의를 통해 자발성에 대한 보다 넓은 개입이 요청된다고

할 뿐이다.

상술한 내용을 파인버그가 정리한 자유제한원리의 공식으로 나타낸다

면 다음의 표와 같을 수 있다([표 1]). 여기서 실질적으로 대비를 이루는

것은 해악의 원리와 법도덕주의인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후술하므로 생략하겠다.

36) 핵심은 밀이 전제하는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상이다. 하트는 이렇

듯 밀의 약점에 대한 보완으로서 후견주의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도 자유주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H.L.A. Hart, 앞책(주 16), 32-33쪽.

37) 하트는 현재 사회 집단이 공유하고 승인하는 도덕을 실증적 도덕으로, 실증적

도덕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제도를 비판하는 기준이 되는 보편적 도덕 원칙을 비

판적 도덕으로 구별한다. 법도덕주의가 정당화되려면 실증적 도덕을 비판적 도덕

에 비추어 검토해야하는데 이러한 비판적 도덕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

의 책, 19-20쪽.

38) 부도덕을 처벌하는 법률들을 법도덕주의에 의거하지 않고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육체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어 여타의 부도덕성과 구

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책 31쪽; 이영록은 해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기관

계적 행위에 대한 간섭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하트는 해악의 원리를 후퇴시키고

자유의 절대성을 양보한 것이라 보고 있다. 파인버그도 《Harm to Self》에서 이

러한 육체적-도덕적 해악의 구별을 시도하지만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해악에 대

해서는 간섭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파인버그에 있어서 해악의 원리

는 다시금 더 확고해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영록, “유해성원칙·후견주의·자유주

의”, 비교형사법연구 제 4권 제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33-34쪽; 파인버

그에 대해서는 본문 제 4장 제 1절에서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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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의 원리
혐오유발행위의

원리

법적

후견주의
법도덕주의

밀

스테픈

울펜덴 보고서

데블린 (후견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하트 (*연성후견주의)

파인버그 (*연성후견주의)

[표 1] 파인버그 식의 후견주의 이론사 분류

본 논의는 기존의 후견주의 논쟁사를 다룬 연구들39)과는 다르게 파인

버그 저서를 구조적으로 개관하는 것을 목적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형법

의 규율범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도덕적 논쟁이 자기위해적 행위 뿐 아

니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혹은 일반적인 도덕적 악(evil)의 취급에

관련하기에 파인버그가 제시하는 네 가지 자유제한원리의 개념을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하게는

― 파인버그 이론의 백미는 후견주의 규제를 자유주의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의 도덕적 한계에 대하여 가장 체계적이

고 일관된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물론 파인버그는 자유주의 진

영에 서서 밀과 하트로 이어지는 대-후견주의 혹은 대-법도덕주의의 고

전적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획은 추상적인 원리의

제시에서 나아가 실제 형사입법을 분석하는 데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유

의미한 준칙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후견주의 이론사의 한 축으로

39) 형사법과 관련하여 후견주의 논쟁을 다룬 국내 연구로는 강영선, 앞글(주 2); 이

영록, 앞글(주 3); 윤정인, “기본권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보호: 후견주의입

법의 헌법적 정당화의 한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얼, “형법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오세혁, “법적 후견주의

-개념분석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 12권 제 1호, 2009, 153-18; “오세혁, “해

악원리, 법적 도덕주의, 그리고 후견주의 -후견주의의 이중적 양면성”, 《중앙법

학》 제 11집 제 2호, 200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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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던 논의는 자유제한원리의 단계적 틀 안으로 편입되며 자연히 그

비중은 축소된다.

《형사법의 도덕적 한계》 네 권의 분량은 모두 합쳐 천 쪽이 훌쩍 넘

을 정도로 방대하다. 또한 분야적으로도 각종의 도덕 법 사회철학을 망

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논지가 명료하게 전달되며 방

법론적 일관성이 유지되기에 하나의 논리체계로서 제시되기에 무리가 없

다. 따라서 이하의 본론에서는 파인버그의 ‘자유주의 기획’에 따라 자유

제한원리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핵심적 내용들을 요약하여 설명하기를

목적한다. 그의 자유주의 기획을 요약하자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

위를 규율하는 해악의 원리와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만을 자유주의에서 수

용할 수 있는 자유제한원리로 규정하고, 형사법을 정당화하는 혐오유발

행위의 원리 중 비자유주의적인 것으로서 배척되는 대표유형으로 법적

후견주의와 법도덕주의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핵심에

위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제한원리인 해악의 원리일 것인데 전

체적으로 보면 이 기획은 해악의 원리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정제하기 위

해 다양한 주변사례에 대한 포섭가능성을 검토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

다. 이때 법적 후견주의는 해악의 원리와 구조적인 대비를 이룰 뿐 아니

라 포섭가능성이 논쟁이 되는 사례군들이 다수 속해있기 때문에 이 연구

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반면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는 해악의 원

리의 하나의 확장으로서 넓지 않은 범위를 포괄하고, 법도덕주의는 자유

주의에서 가장 멀어지는 사례들이 속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결하게

논의하였다.

이 글의 우선적인 목표는 방대한 고전을 요약하여 핵심적인 개념들을

해제하는 것에 두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여기서 제시되

는 것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파인버그의 서술을 옮긴 것이다. 서두에

서 제시하였듯이 파인버그는 각각의 자유제한원리에 대한 논증을 개별

형사법규에 대한 정당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도 국내

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다만 집단 모욕, 음란물 시청,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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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복용, 성매매, 게임중독 등과 관련한 형사법적 쟁점들은 각각 매우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철학·사회학·정책학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

이다. 따라서 국내 사례의 실제적인 쟁점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파

인버그의 입장에서 결론을 간략하게 구성해보는 것으로 ‘실천 사례에의

적용’을 갈음하기로 한다(제 5장 결론의 6.).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요 단어에 대한 번역어와 그를 채택한 이유에 대

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 harm: 해악

‘해’, ‘유해성’ 등의 번역어가 있지만 ‘harm’ 역시 하나의 악에 속하므로

‘해악’이라 번역하였다.

㈁ liberty-limiting principle·harm principle·offense principle: 원리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보다 추상적 차

원의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모두 ‘원리’로 번역한다.

㈂ offense: 혐오유발행위

‘offense'는 중죄(crime)보다는 경한 형법상 위반행위로서 여기서는 타

인에게 불쾌한 마음상태를 유발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공격

행위’ 혹은 불쾌한 마음상태를 유발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는 ‘정신적

공격행위’라는 직역된 한국어 표현보다는 의미에 가장 가까운 ‘혐오유발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40)

40) ‘불쾌·모욕성의 원칙’으로 번역하기도 하나(오병선, “자유제한의 원리와 도덕의

법적 강제”, 《서강법학연구》 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파인버그에 따

르면 ‘offense'는 모욕의 의도가 없이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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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and relevant reason: 의미 있는 이유

형사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있어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로

번역한다.

㈄ profound offense: 심대한 혐오유발행위

의미상 목격되지 않는 혐오유발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매우 크다는 의미를 지니는 ‘심대한 혐오유발행위’로 번역한다.

㈅ nuisance: 근린방해 (사적생활방해·공적불법방해)

‘근린방해’라 부른다. ‘private nuisance'에 대해서는 민법 217조에 따라

‘사적생활방해’, ‘public nuisance'에 대해서는 ‘공적불법방해’로 번역한다.

㈆ rationality reasonableness: 합리성·상당성

두 단어가 함께 쓰일 때에는 의사결정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의미에

서 전자를 ‘합리성’, 의사결정의 현명함의 정도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후

자를 ‘상당성’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이외의 맥락에서 reasonable은 ‘합

당하다’고 번역하였다.

㈇ legal paternalism: 법적 후견주의

‘paternalism'은 부권주의, 가부장주의, 간섭주의, 선의의 간섭주의, 온

정적 간섭주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국가가 아버지처럼 시민을 대

한다’는 의미에 충실하게 ‘후견주의’로 번역한다.41)

㈈ legal moralism: 법도덕주의

본문 맥락에서는 ‘법적 도덕주의’로 쓰는 것이 ‘법적 후견주의’에 대응

하지만 ‘법도덕주의’로 자주 인용되므로 그대로 ‘법도덕주의’로 번역한다.

41) 오세혁, “법적 후견주의 -개념분석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 12권 제 1호,

2009, 153-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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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floating evils: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

이것은 선호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측면에서 악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해악의 원리, 혐오유발행위의 원리, 법적 후견주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

며 매우 다양한 양태를 지닌 행위들을 가리킨다. 파인버그가 독특하게

시도한 비유 그대로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이라 번역한다.

㈊ mediating maxim: 조정 공리

‘mediated’ 혹은 ‘mediating’은 해악의 원리와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의

추상적 명제와 형사입법의 실제가 조화를 이루게끔 중재자 역할을 한다

는 의미에서 ‘조정(調停)’으로 번역한다.

㈋ obscene·obscenity: 음란·음란성

국어사전에 따르면 ‘음란(淫亂)’은 음탕하고 난잡함을 의미하며 ‘외설

(猥褻)’은 사람의 성욕을 함부로 자극하여 난잡함을 뜻한다. 파인버그의

설명에 따르면 ‘obscenity'란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것 외에 배설행위

등의 ‘더러움’까지 포함하므로, 따라서 ‘음란’이라 번역한다.

㈌ good: 좋음

‘good'의 번역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도덕적 가치판단으로서 좋다는 의

미의 ‘선(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해(利害)나 호오(好惡)의 문제로 판단

되기 때문에 ‘좋음’으로 번역하기로 한다.42)

42) 백종현, “윤리 문제의 근본 주제”, 《철학사상》, 23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

소, 2006,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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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파인버그 이론의 개관

제 1절 파인버그의 이론적 지향점

1. 형사법의 도덕적 정당화

1) 왜 형벌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하는가?

파인버그가 이론적 관심을 두는 것은 국가 혹은 사회의 강제 일반(

“밀”)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에 한정된다. 이는 단순히 형사법적 간섭이 가

장 가시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익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즉 형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수단 중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도

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한다는 것이 그의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때의 형

벌은 국가의 규율체계에서의 한 수단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형벌을 사회

적인 조정체계로 바라보는 예방사상에 조화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지향

된 응보수단으로서의 절대적 형벌이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파인

버그는 형벌의 근거를 규범적으로 연역하길 목적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의 양형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실제로도 형벌의

도덕적 정당화와 형벌의 법적 효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의 논의가 사법의 실천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

다면 파인버그의 “형사법의 도덕적 정당화”의 탐구가 지향하는 바는 다

음과 같다: “형사법의 입법자의 선택지에 도덕적 한계를 부여함으로써

정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도덕적 원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려 한다.”43)

43)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1 Har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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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되는 것은 유효한 도덕 원리이지 유용한 정책이 아니다.

파인버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국가는 어떤 행위들을 정당하게 범

죄화하는가’이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측면을 나누는데, 바로 도덕적인

정당화(legitimization)와 도덕적인 정당화(2)(justification)다.44)45) 형법규

범이 도덕적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 의해 지지될 때 ‘정당화’되는 것이라

면, 그것이 유용하고 정치적으로 합의될 때 그것은 ‘정당화(2)’된다. 후자

는 구체적인 정치, 사회적 상황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체계의 다양성

때문에 일의적으로 개념화될 수 없는 반면, 전자는 추상적인 문제로서

원리의 철학적 분석을 통해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 이미 “형법의 도덕

적 한계”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도덕적 정당화 개념은 가능한 규범의

분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규율영역을 연관 짓는다. 즉 파인버

그는 규범적 정당화를 통해 형사적 입법의 범위를 경계짓고자 한다.

2) 자유의 개념

형사법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침해이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화를 요한다고 하였다. ① 여기서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파

인버그 이론은 자유의 개념정의로부터 출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

는 단순히 법적 강제의 부재로 이해된다. 논의가 오직 국가가 형벌수단

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는 경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즉

자유는 어떤 사람이 X 행위를 할 (법적)의무도, 하지 않을 의무도 없는

Others, 4쪽.
44) 'legitimization'이 원리적(규범적) 차원의 정당화라면 ‘justification'은 구성요건

상 항변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정당화이다. 번역어 상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후자

의 정당화를 “정당화(2)”로 표시한다. 본문의 거의 대부분 맥락에서는 “정당화

(legitimization)”가 사용된다.

45) 파인버그는 여기서 두 가지의 개념을 자세히 탐색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그는 이

것이 ‘길 위의 일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 할 뿐이다; 위의 책, 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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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X 행위와 관련해 다른 시민들이 그에게 가지는

의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② 이러한 자유는 어떻게 도출되는 것인가? 파인버그는 자유

에 대해 우리는 일단 ‘유리한 추정’을 가진다고 한다. 여기서 그가 밀의

《자유론》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변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밀은

개인적인 자유의 도덕적 제한을 문제시하며, 자유이념을 그의 ‘개인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손해를 야기한다’는 공

리주의 속 범주적인 원칙으로 통합시켰다.46) 그러나 파인버그는 이러한

메타이론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도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결과

그가 따르는 밀의 자유이론은 ‘자유의 추정’으로 한정되어 제시된다. 요

컨대 “자유는 원칙으로서 전제되고 따라서 강제는 언제나 특별한 정당화

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유의 추정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은 자유를

빼앗긴 자가 그것의 결핍을 실제의 상실로 느낀다는 점으로부터 추론된

다. 이러한 논거는 너무 약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파인버그는 자

유의 추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상에 대한 그 밖의 논거들도 제시하고

있다. 즉 자유의 제한은 융통성을 상실시키며 예견하지 못하는 우연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만이 일반적으로 훨씬

유능하고 창조적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를 통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물론 파인버그는 자유의 추정을 궁

극적으로 근거 짓지 않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제시한다

는 점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47) 생각건대 파인버그가 자유의 연원에

대한 자기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추정하며 출발하는 것은 방법

론적 효율성을 십분 활용하여 보다 명료한 논의를 하기 위함으로 보인

다.

‘자유에 대한 유리한 추정’은 입법자에게 다음의 함의를 갖는다: 법적

의무를 부과할지 시민을 자유롭게 놔둘지 선택에 직면했을 때, 다른 조

46) 주 25 참조.

47) Gerhard Seher, 앞책, 45-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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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같다면, 입법자는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해야한다. 그렇다면 법

적 강제가 성립되는 경우는 이러한 자유의 추정을 압도할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의 추정에는 언제나 그에 맞서 형량되는 원리가 있는 것

인데, 이를 우리는 자유제한원리(강제-정당화 원리)이라 부른다.48)

2.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의 제시

1) 자유제한원리의 개념

형법규범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다. 하나는

형벌부과를 통해 특정한 행위방식에 대한 저지선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하나는 형법집행을 통해 자유와 재산을 직접 박탈함으로써 말이다. 자유

추정을 논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자유의 제한은 정당화가 필요하고,

이는 강제부과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원리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파

인버그는 이러한 원리를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들’이고 표현한다. 이러한

자유제한원리는 다양한 철학자에 의해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왔지만 다음

의 공통점을 갖는다: “이것은 제안된 법적 강제를 지지하는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이지 형벌에 대한 충분조건이 아니다.”49) 즉 주어진 상황에

서 어떤 자유제한원리는 당해형벌을 정당화하는 결정적이거나 유일한 유

관한 고려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유제한원리의 명제는 “특정한 고

려가 국가형법규범에 대해 언제나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good and

relevant) 이유이다”라고 제시될 뿐이다.50)

물론 형벌 역시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필요가 있는 해악으로 개념화된

다. 입법부는 행정명령과 같은 형사법이 아닌 수단을 사용하여 반사회적

48) Joel Feinberg, 앞책(주 43), 9쪽.

49) 위의 책, 10쪽.

50) 위의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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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규율할 수 있지만 때때로 이 방식들이 자유를 더 침해하게 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방식

은 형사적 제재이며 따라서 그 사용은 명확한 도덕적 근거를 가지고 제

한적으로 사용되어야하는 것이다.51)

파인버그가 본문에서 제시하는 자유제한원리들은 [표 2]와 같다.52) 그

러나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악의 원리

(Harm Principle)’, ‘혐오유발행위의 원리(Offense Principle)’, ‘법적 후견

주의(Legal Paternalism)’, ‘법도덕주의(Legal Moralism)’ 및 ‘도덕적 후견

주의(Moral Paternalism)’의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고 하겠다.

51) Gerhard Seher, 앞책, 51-52쪽.

52) Joel Feinberg, 앞책(주 43),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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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영향
자기(행위자)에게

영향

해악

(Harm)

실체적
해악의 원리

Harm Principle

법적 후견주의

Legal Paternalism

도덕적
법도덕주의

Legal Moralism (narrow, broad both)

혐오유발행위

(Offense)

혐오유발행위의 원리

Offense Principle

이로움

(Benefit)

실체적

이로움의 원리

Benefits to Others

Principle

법적 후견주의(이로움)

Benefits conferring

Legal Paternalism

도덕적

-완전주의 1

Perfectionism 1

-도덕적 이로움의 원리

Moralistic Benefit to

Others Principle

-완전주의

Perfectionism

-법적 후견주의

(도덕적 이로움)

Moralistic Benefit

conferring Legal

Paternalism

[표 2] 자유제한원리의 분류(일부)

2) 파인버그의 네 가지 주요 자유제한원리

파인버그는 상술한 다섯 가지의 자유제한원리 중 도덕적 후견주의를

제외한 네 가지에 대해 각 권을 할애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첫째로

검토되는 “해악의 원리(Harm to Others Principle, 이하에서 Harm

Principle)”은 수많은 자유제한원리 중 가장 분명하고 핵심적인 형벌근거

에 해당된다. 해악의 원리의 명제는 “타인에 대한 (사적이거나 공적인)

해악(harm)을 막을 필요성은 언제나 법적 강제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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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라는 것이다. 둘째는 보편적으로 정서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혐

오유발행위(offense)’를 제한하는 “혐오유발행위의 원리(Offense to

Others Principle, 이하에서 Offense Principle)”이며 이에 따르면 국가형

벌은 타인의 내적 영역(감수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적합할 때 정당

화된다. 셋째는 “법적 후견주의(Legal Paternalism)”로서 형벌은 피간섭

자가 스스로 야기하는 자기에 대한 해악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법도덕주의(Legal Moralism)”라는 개념 하에 파인버그

는 해악도 혐오유발행위도 아닌 그 자체로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 정당하다고 주장되는 경우를 언급한다. 네 가지 자유제한원리 각각의

규범적 내용과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형벌법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3)54)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원리를 다루면서 후술하도록 한다.

53) 위의 책, 13쪽.

54) 우리 형법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국가들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적 후

견주의나 법도덕주의의 규범목적(rationale)을 지니는 형법규정들을 포함하고 있

고 파인버그는 아마도 이에 대한 지대한 우려를 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의 목적은 이러한 법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비범죄화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는 데 있지 않고 단지 파인버그의 자유제한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제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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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제한원리 방지(금지)의 대상 / 형벌의 개입 근거

Harm Principle

(해악의 원리)

Ÿ 타인에 대한 사적 혹은 공적인 해악

[예] 살인, 상해, 절도, 사기, 손괴 등 대다수의 형

벌법규

Offense Principle

(혐오유발행위의

원리)

Ÿ 타인에 대한 ‘도덕적 혐오유발행위(moral

offenses)’

[예] 포르노의 배포나 판매, 종교·애국적 감수성

에 대해 혐오유발적인(offensive) 행위, 인종·윤리

적 모욕 등

Legal

Paternalism

(법적 후견주의)

Ÿ 행위자 자신에 대한 해악

[예] 금지(prohibition): 자기훼손(self-mutilation)

행위, 자살, 안락사, 알코올 중독, 향정신성약물의

소유 및 복용, 도박 등

요구(requirement): 안전벨트 착용,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 착용, 특정 약물 구입 시 의사처방전

교부 등

Legal Moralism

(법도덕주의)

Ÿ 본질적으로 부도덕(악)한 행위

[예] 사적으로 동의한 성인 간에 이루어지는 동성

간 혹은 혼외 성교, 성도착 등의 ‘성적일탈행위

(deviant sexual activities)’나 매춘, 검투사 결투

등

[표 3] 파인버그의 네 가지 자유제한원리의 내용

자유제한원리는 또한 일반적 형벌 정당화론의 구조로 표현될 수도 있

다. 형벌규범은 행위반가치의 유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행위반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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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타인에 관한 것, 행위자 자체에 대한 것,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자체가 반가치적인 것으로 나누

어진다. 가벌성을 근거 짓는 이 세 가지 사례군은 파인버그의 네 가지

자유제한원리들과 상응한다. 즉 해악의 원리와 혐오유발행위의 원리가

타인에 대한 침해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법적 후견주의(경성후견주의)는

행위자 자신에 대한 침해, 그리고 법도덕주의는 행위 자체에 있는 반가

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원리들이 하나의 완결된 체계는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것을 의도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파인버그의 구상은 인간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직관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한 덜

침해하고 효과적인 개인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

지만 생각건대 해악의 원리-혐오유발행위의 원리-법적 후견주의-법도덕

주의의 순서로 그 근거의 추상도와 자유에의 개입범위의 모호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도식화하여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파인버그의 자유주의(liberalism) 기획

파인버그가 자유제한원리의 개념을 든 것은 궁극적으로 이 질문에 답

하기 위해서이다: “국가는 어떤 종류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가?” 국

가가 형사범죄화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곧 수용되는 자유제한원리의

범위에 의존한다. 만약 일반적으로 자유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자유주의자라면 강제를 정당화하는 자유제한원리를 최대한 협소하게 인

정하려할 것이다. 따라서 밀은 해악의 원리만이 자유주의에 대해 유일하

게 유효한 자유제한원리라고 하였다(“밀의 자유주의”).55)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다음과 같은 반박을 받을 수 있다: 첫째, 해악의 원리에 의해 정

55) 밀, 앞책,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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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되지 않는 형법규정들 중 자유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되지 않는 것

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의 존재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덕적

직관에 부합한다. 둘째, 해악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타인의 이익에 다소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리의

무제한적 확대를 막기 위해 일정한 실천상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이

역시 상황의 교의에 따르는 도덕적 요청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반론이

설득력 있는 것이라면 밀의 주장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파

인버그가 검증하려는 논제로서, 그는 밀의 자유주의를 입법의 실천에 부

합하게 정제하려는 것이다.56)

따라서 파인버그는 해악의 원리를 다른 도덕적 직관들과 정합성을 이

루도록 조탁할 뿐 아니라, 이것이 유일한 자유제한원리인지 아니면 다른

원리들에 의해 보충되어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해악의 원리

를 받아들이면서 그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다른 범죄들을 검토한다.

정합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 2절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결론부

터 말하자면 “파인버그의 자유주의”란 형사입법을 해악의 원리 및 혐오

유발행위의 원리만 사용하여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 책의 논증구조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⑴ 제 1권 Harm to Others와 제 2권 Offense to Others에서는 자유주

의의 필요조건이 되는 두 자유제한원리에 대한 해석과 제한조건을 제시

한다. 이를 통해 ‘다듬어진(refined)’ 원리는 궁극적으로 자유주의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며, 이는 밀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이야기한 전통적인 용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⑵ 제 3권 Harm to Self와 제 4권 Harmless Wrongdoing에서는 후견

주의와 법도덕주의와 같은 비자유주의적 원리들에 반론을 가한다.

56) Joel Feinberg, 앞책(주 43),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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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파인버그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1. 방법적인 착안점

국가형벌의 정당화에 관해서는 그것의 도덕적 의미나 정치적 목적을

강조하는 수많은 이론이 주장된다. 그러나 파인버그는 국가형벌권의 의

미가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 형벌을 이미 존재하는 사실적인 국가의 통제

기구로서 전제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가의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

에 대한 정당화, 즉 형벌의 윤리적인 제한에 주목한다. 자유에 관한 밀의

입장을 따르되 국가형벌권에 의한 자유의 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적

인 이론을 개진하는 것이다. 수많은 자유주의 이론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개인적 및 사회적 가치로 파악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소극적 요청들을 도덕적으로 중시한다. 이때 파인버그는 국가 및 타인에

의한 개인의 자유제한 일반이 아니라 단지 그 일부 현상인 국가형벌권에

의한 자유제한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자유를 더 좁은 개념으로 파악하게

된다. 즉 자유는 법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로, 강제는 법적인 요구나 금지

를 형벌을 통해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자유는 국가강제가

없다는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전형적인 자유주의적인 논거의 특징은 국가강제를 기본적으로 적극적

인 가치를 지니는 자유를 제한하는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제

한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의 설득력은 전제된

“자유의 추정”에 의해 좌우된다. 즉 파인버그가 자유의 추정으로부터 국

가강제의 도덕적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논하려면, 그러한 자유가 어디로

부터 추정되었는지, 즉 어떻게 근거지워졌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

을 수 없다. 이는 또한 메타윤리적 차원의 분석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인버그는 자기 이론의 메타윤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하나의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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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도덕이나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실천적 유용성을 가지

길 목표한다”라고 말하고 있다.57) 물론 이때의 실천성이 사실이나 논쟁

에 깊게 파고들거나 입법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서 방법론적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점

은 그가 자유에 대해 밀의 공리주의나 롤즈의 사회계약론처럼 궁극적인

근거지움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58) 대신에 그는 개별적인 상황에

서의 관여자의 개인적인 인격성에 호소하는 “argumentum ad hominem

(대인논증)”59)이라는 논증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

2. 대인논증과 윤리적인 정합적 방법론60)

1) 대인논증(Ad-hominem-Argument)

파인버그는 대인논증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건대 그는 이것을 오류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에 대해

공격하여 논변이 성공하면 그는 더 정합적인 믿음으로 원래의 믿음을 조

정하는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하나의 효과적인 논증방식으로 사용하는

57) Joel Feinberg, 앞책(주 43), 16쪽.

58) 여기서 ‘궁극적인 근거지움’이란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것이 환원될 수

있는 하나의 토대의 존재를 일컫는다; 울프리드 노이만(Ulfried Neumann)은 이러

한 파인버그의 입장을 윤리적인 절충주의라고 특징지운다. 즉 자유의 존중이 동

기적이건 결과적이건 중요한 것은 자유가 추정된다는 사실이다. Ulfried

Neumann, 앞글(주 18), 118쪽.

59) 대인논증(argumentum ad hominem)이란 논증 그 자체가 아니라 논증을 제시하

는 사람에 대한 논증을 말하며 논리학에서는 이를 ‘오류’로 규정한다. 대인 논증

은 크게 비방적·인신공격적(abusive), 정황적(circumstantial), 피장파장의 논증(tu

quoque) 3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인신공격의 오류는 “논증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참이 아니다”, 정황적 오류는 “논증자가 특정한 정

황상 동기가 있어 그의 주장은 참이 아니다”, 피장파장의 오류는 “당신도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의 주장도 곧 참이다”라는 식이다.

60) Gerhard Seher, 앞책, 37-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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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이러한 기술은 대화 상대방의 인격 즉 이미 대화 상대방이 가진

것으로 전제된 확신에 대해 호소하여 “A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B의 주

장을 하지 않는다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다.61) 이때 상대방의 가지

는 확신은 결국 직관에 의한다. 따라서 파인버그가 추구하는 ‘윤리적 정

합적 방법론’이란 모든 대화상대방들에게 기대되는 확신의 집합체를 겨

냥해서 호소하고 이러한 직관에 대한 호소를 통해 다른 직관을 바꾸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울프리드 노이만은 파인버그의 대인논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파인버그는 전적으로 규범적인 관점을 추

구한다. 따라서 형법의 사회적 필요성이나 사회적 기능이 도덕적으로 정

당화될 수 없는 형벌위하를 강제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여기서 제기

되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가정되거나 추론되어지는 원리들이 아니라 합

의되어진 가치와 이상들의 기반 위에서 논의된다. 관건이 되는 것은 사

실적으로 주장되는 도덕적인 관점들의 논리적인 연관성들을 제시하는 것

이다(“정합적 방법론”). 즉 특정한 A1라는 입장을 주장하는 자는 특정한

A2라는 입장도 주장해야 한다는 것, 반대로 특정한 A2라는 입장을 주장

할 뜻이 없는 자는 특정한 A1이라는 입장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그러한 대인논증의 장점과 단점은 대화당사자들의 사실적인 확신에

있는데, 그러한 대화당사자들은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전제들을 포기하지

만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대화참여자들의 원칙적인 합의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집단적인 선입관에 얽매인다는 위험을 파인

버그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62)

2) 정합성(coherence)을 통한 정당화

이미 주어진 성찰된 확신들을 평가하고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증방식을 ‘윤리적인 정합적 방법론’이라 하겠다.63) 반복하자면 파인버

61) Joel Feinberg, 앞책(주 43), 18쪽.

62) Ulfried Neumann, 앞글(주 18),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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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유를 어떻게 추정할지가 아니라 자유의 원칙과 국가형벌이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는지에 관심을 한정하

고 있다. 이 방법의 주장자들은 윤리적인 궁극적인 근거지움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 논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고 한다.64) 밀이 공리주의 원칙을 제시한 것과는 반대로 이들 관점에서

는 궁극적인 윤리원리들이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정합적 방법은 사실적

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도덕적 직관(conviction/beliefs)을 윤리적인 담론

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러한 직관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동일한 사람에

게 있어서도 다수의 확신들 간에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65)

이러한 윤리적인 정합적 방법론의 주된 목적은 첫째로 여러 가지 확신

들의 결론들을 알 수 있게 하여 결론의 허용여부를 통해 도덕적인 확신

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다.66) 예를 들자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직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서 확신하고 있는

도덕적 전제가 있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국가형벌권

의 간섭(“강제”)은 언제나 윤리적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라는 또 다른

도덕적 전제를 택해야만 한다는 것이 파인버그의 요지이다. 둘째로 윤리

적 정합적 방법론은 개별적인 직관들이 도덕적인 원리들로 일반화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67) 예컨대 누군가가 일반적인 살인금지, 상해금지 그

리고 사유재산권의 형법적인 보호를 찬성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일반원리

로서 해악의 원리를 주장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모든 직관들이 각각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을 정당화

하는 자유제한원리들로만 귀결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오직 그럴 때만 해

악의 원리와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를 골자로 삼는 자유주의가 입법의 실

천에 부합하는 다른 도덕적 직관들로 ‘보충’된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

63) Gerhard Seher, 앞책, 40쪽; 이때 정합론이 아니라 정합적 방법론이라 하는 이유

는 파인버그가 특정한 메타이론을 사용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64) 위의 책, 43쪽.

65) 위의 책, 42쪽.

66) 위의 책, 43쪽.

67) 위의 책,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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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개념 간의 서열이 있어야만 윤리적 정합적 방법론이 직관주의

에 머무르지 않고 합리적 논증을 통한 논리 일관성이 완성된다고 사료된

다.

3. 혼동을 야기하는 기타 개념들

파인버그 논의에서 자유에 대한 침해의 형태는 오직 형사처벌 뿐이며

이것의 정당화만이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몇 가

지 개념 혹은 주장들을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 법체계의 합헌성 논의 여부

파인버그 연구의 목적은 유용한 정책이 아니라 유효한 원리들을 제

시하여 입법권의 도덕적 한계를 설정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따라서

특정한 성문법규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법체계 내에서 합헌성을 따지는 문제는 논의에서

배제된다. 또한 실정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일반 법철학적 논의에

대해서도 독립적이다. 즉 유효한 실정법규가 도덕원리와 배치될 때

그 효력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논쟁에 대해

중립성을 가지는 것이다.

㈁ 범죄유형의 문제

일차적(primary) 범죄란 법이 없어도 생기는 범죄로서 살인 등의

자연범죄(natural crime)를 가리킨다. 반면 파생적(derivative) 범죄란

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범죄가 되는 행위, 즉 법정모독과 같은 행정범

죄(artificial crime)를 말한다.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결국 정도의 문

제인 것인데, 파인버그의 논의의 대상은 자연범죄에 한정된다. 인공범

죄는 보통 공공정책의 정당화 문제에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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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에 준하는 국가강제의 포함 여부

입법부는 형사법이 아닌 대안으로 반사회행위를 규율할 수도 있다.

이것은 주로 행정처분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일부

행정명령 등은 자유에 대한 그 침해효과가 형사법과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더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

한 대안들은 형사법보다는 자유에 덜 침입적이며, 분명히 다른 형태

의 제재수단이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벌금과 행정적 세

금(과태료) 부과의 차이는 똑같이 강제적이지만 강제성의 크기와 형

태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은 사

회 전체에 필요한 금액 중 흡연자가 더 큰 몫을 내게 하는 효과가 있

는데, 형사제재의 경우 긍정적 유인책으로 볼 수 없어 서로 구별되어

야 하는 것이다.69)70)

68) Joel Feinberg, 앞책(주 43), 21쪽.

69) 위의 책, 24쪽.

70) 행정벌에도 형벌이 아닌 제재가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뿐 아니라 형법상의 형벌

을 그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형벌이 존재한다. 행정형벌과 형사벌을 구별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한다. 과거에는 형사범은 반사회성·반윤리

성이 법규 이전에 존재하는 데 반해 행정범은 법률의 제정에 의해 비로소 그 성

격이 승인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러한 구별은 매

우 상대적·유동적이 된다.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480-482쪽;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서 파인버그가 말하는 ‘형벌’은 실질적 측면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규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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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과

타인에 대한 혐오유발행위(Offense to Others)

제 1절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

파인버그는 자유주의 형법관에 입각하여 범죄를 ‘타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로 파악한다. 이것이 아래에서 설명할 해악의 원리이다. 그러나 그

는 밀과 달리 오직 해악의 원리만이 유효한 자유제한원리라 주장하지 않

으며, 해악의 원리에 의해 처벌이 정당화되지 않는 사례들을 포섭하기

위해 원리를 보완할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보완은 각 사안별 처벌에 대

한 강력한 도덕적 요청에 기반하는 것인데, 입법의 실천적 맥락에서 해

악의 원리를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든다.

이하에서는 먼저 ‘해악’의 개념을 설명하고 원래의 적용범위를 경계 지

은 후에, 해악의 원리에서 배제되는 행위 유형 중 ―파인버그 본인의 확

신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처벌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확신이 있는 것

들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파인

버그는 해악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조정하는 공리(mediating maxim)’들

을 제시한다.

1. 해악(harm)의 개념

해악의 원리는 형벌을 정당화하는 자유제한원리로서 매우 구체적이면

서도 가장 근본적인 특성을 갖는다.: “국가의 간섭은 그것이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일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자유제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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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가장 협소하게 인정하는 밀도 이를 인정한다. 파인버그는 ‘해악’이

란 모호한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해나가면서

원리의 필요조건들을 제시한다. 전제되는 것은 해악과 이익의 개념이 모

두 ‘개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1) 해악 개념의 두 가지 차원

타인에게 해악을 야기한다는 말은 해로운 행위(harmful act)를 한다는

의미이다. 해로운 행위란 타인에게 해로운 환경(harmed condition)이나

상태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71) 그렇다면 타인에게 해

로운 환경은 무엇인가? 먼저 해로움, 해악은 이익(interest)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파생적 개념이란 점을 알아야한다.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have a stake)’고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X의 흥망에 따라 자신의 ‘안녕(well-being)’이 결정되는 때 사람들

은 X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익의 소유자 자신 혹은 타인의 행위 때문에 이러한 이익이 퇴보 혹은

좌절(set-back)72)되었을 때, 비로소 법적 의미의 ‘해악’이 발생한다(“해악

개념의 첫 번째 차원”).73)

그러나 모든 이익의 퇴보가 다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규범적

의미에서 위법행위(wrongdoing), 즉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해악

만이 우리의 고려대상이 된다(“해악 개념의 두 번째 차원”).74) 더 낮은

사실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나 피침해자가 동의한 해악은 도덕적으로

71) Joel Feinberg, 앞책(주 43), 32쪽.

72) 파인버그에 의할 때 타인을 해하는 행위는 그들의 이익을 퇴보시키는 것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⑴ violate, ⑵ invade, ⑶ impair, ⑷ set back, ⑸ defeat, ⑹

thwart, ⑺ impede, ⑻ doom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각 행위의 양태에 대한 설명

은 위의 책, 51-55쪽 참조.

73) 위의 책, 32-33쪽.

74) 위의 책, 3쪽; 도덕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왜 곧 권리의 침해행위인지는 이하에

서 보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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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해악의 원리의 고려대

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이익의 퇴보 개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익은 전

혀 해치지 않은 위법행위’도 여기서 배제된다. 요컨대 많은 해악 속에서

오직 이익의 퇴보이자 규범적 의미에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이

해악의 원리의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다.75)

⑴ 비규범적인 맥락: 이익의 퇴보(set-backs to interest)

⑵ 규범적인 맥락: 위법=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wrong=a violation of a person’s right)

2) 이익의 퇴보로서의 해악

이하에서는 해악의 이익관련성을 보충 설명하는데, 철학적 차원에서

이익의 개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내용을

규범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⑴ 복지 이익과 이면적/장차적 이익 및 욕구(want)의 관계

모든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파인버그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복지 이익(welfare interest)’과 ‘이면적(裏面的)/장차

적 이익(ulterior interest)’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물질적·

정서적 차원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소유자의 ‘안녕에 대한 이익’이라 통

칭한다면,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보다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

적과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수단. 전자가 바로

이면적/장차적 이익이고 후자가 복지 이익이다.”76) 예를 들어 성공적

으로 학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사람은 이를 성취하

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75) 위의 책, 36쪽.

76) 위의 책,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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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는데, 이때 신체건강의 유지는 복지 이익이고 학업의 성공적 완

수는 이면적/장차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법적으로,

특히 형사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이익은 복지 이익에 국한된다.

보다 정밀한 이해를 위해 파인버그는 ‘욕구(want)’77)의 개념을 함께

제시한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익이 발생하기를 당연히 원해야한다.

그러나 어떤 Y에 대한 이익이 있다는 것과 Y를 원한다는 것은 완전한

동의관계에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익을 희

생시키고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의무를 수행하기를 ‘진정으로’ 원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Y에 대한 이익이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Y를 원한다는 문장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익과 욕구 사이에는 연관

성이 존재하지만 이익이 반드시 욕구가 전제되어야만 존재하지는 않는

다.”78) 그러나 이는 복지 이익과 관련할 때이고, 복지 이익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면적/장차적 이익과 욕구의 관계는 다르다. 이때 욕구는

복지 이익의 창출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79)

단, 심리상태와 관련된 강한 열망까지 곧 이면적/장차적 이익이 되

는 것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강한 열망(desire)을 가질 때에는 결과의

달성 여부에 따라 심리적인 득실(gain or loss)이 생긴다. 이러한 심리

적 만족이 그 자체로 이익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불쾌한 심리상태

(실망)를 야기하는 것도 해악이 되지 않는다.80) 예를 들어 LA다저스

(미국 야구팀)가 페넌트레이스를 우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열혈팬

은 그 결과에 따라 만족하거나 실망하는 심리상태를 얻게 되지만 그렇

다고 하여 LA다저스의 우승에 ‘이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81) 우

승, 즉 우승의 결실로 얻어지는 실체적인 것들이 이익인 것이지, 우승

을 바라는 마음이 곧 이익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승하지 못하

77) 여기서 욕구(want)는 신체적인 이로움에 관한 것으로, 열망(desire)은 정서적인

만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구별해서 사용하였다.

78) 위의 책, 42쪽.

79) 위의 책, 44쪽.

80) 위의 책, 42쪽.

81) LA다저스의 예는 위의 책, 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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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크게 낙담한다고 하여도 해악이 야기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다저

스의 소속투수 류현진은 결과에 따라 성과에 대한 자부심, 금전적 보

너스, 배당금 등을 얻게 되기 때문에 LA다저스의 우승에 실체적 이익

을 갖고 있으며 우승이 좌절될 경우 일정한 해악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욕구가 이면적/장차적 이익을 직접 창출하는 경우는 다음

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성취가 가능한 열망이나 기대에

관련되고, 이미 존재하는 다른 이익의 향상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열망되며, 원하는 사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성취가 가능한 욕구일

때 이익을 바로 창출한다.”82) 한편 이때의 이면적/장차적 이익은 최고

의 궁극적 목적(end)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들의 수단이 되는 목적이

므로 이를 ‘초점 목표(focal aim)’라 부르기도 한다(C. L. Stevenson).83)

상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이것은 특정한 욕구와

그를 성취하는 수단인 복지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이 단기적으로

목표하는 이익(이면적/장차적 이익)의 성취에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

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욕구가 (이면적/장차적) 이익을 바로 창출하는 경우

욕구

1. 현실적인 바람(hope)과 기대

(expectation)에 관계될 때

2. 열망(desire)의 직접적인 대

상이 될 때

3. 원하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

성취가능한 것일 때

⇨

이면적/장차적 이익

∥

focal aim: 다른 더 궁극적

목적(end)에 대한 수단(mean)

[표 4] 욕구가 이면적/장차적 이익을 직접 창출하는 경우

82) 위의 책, 44쪽.

83) C. L. Stevenson, Ethics and Language, Yale University Press, 1944, p. 203,

위의 책, 4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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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이익의 관계망(interest network)

상술한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는 욕구와 이익의 관계망을 그려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이익과 관련되는 욕구를 두 가지 층위로 구별

할 수 있다. 먼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와 같은 순간적인 욕구는

이익을 구성하지 못한다. 이익은 어느 정도의 이면성과 지속성을 필요

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과 관련이 없는 가장 하등한 욕구를 ‘일

시적 욕구(passing want)’라고 부른다.84) 그렇다면 고려대상이 되는 것

은 일시적 욕구보다는 높은 차원의 욕구, 즉 달성될 경우 더 궁극적인

목표(goal)의 성취에 필수적 수단이나 조건이 될 수 있는 욕구이다. 이

를 ‘수단적 욕구(instrumental want)’라고 한다.85)

예를 들어 “건강의 유지”라는 복지이익이 있다고 하자. 심신의 건강,

물적 자원, 경제적 자산, 정치적 자유 등의 최소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더 높은 선이나 안녕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단적 욕구는 “운동을 한다” 정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여기서

보다 높은 안녕이란 “건강의 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업의 성공

적인 완수” 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면적/장차적 이익’이자 그를 창

출하는 초점 목표가 된다. 이익의 관계망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

익은 다시 선행단계의 욕구 및 이익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86) 다

음은 상술한 이익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표 5]). 여기서 복지 이익

은 초점 목표를 성취하는 필수적 조건이지만, 수단적 욕구·복지 이익·

초점 목표는 유관한 조건 중 하나일 뿐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지 않

다.

84) 위의 책, 55쪽.

85) 위의 책, 57쪽

86) 위의 책,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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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욕구

passing

want

수단적 욕구

instrumental

want
⇨

복지 이익

welfare

interest
➡

초점 목표

focal aim

(이면적

이익)

아이스크림

먹기

운동하기 신체 건강

유지

학업의

성공적 완수

[표 5] 이익의 관계망 예시

복지 이익으로 말미암은 초점 목표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파인버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적으

로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은 이면적/장차적 이익이 아니라

인격, 재산, 명예, 사생활의 이익 등에 관련하는 복지이익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언급한 종류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일은 개인적

안녕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vital)하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

간 이면적/장차적 이익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인 것이다

.”87) 예를 들어 나의 이면적/장차적 이익이 “요트를 장만하는 것”이라

면 법은 사기나 강도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이러한 이익을 ‘간접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88) 여기서 보호되는 복지이익은 생명, 자유, 신체적 안

전 등이 된다. 그러나 법이 개인의 경솔함, 불량 정보 등에 대한 보호

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요트를 무사히 잘 장만하는 일”, 즉

이면적/장차적 이익의 달성은 모두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물론 법

적으로 보호된다고 하여 모두 형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민

사적 배상의 형태를 취할 때도 있다.

그러나 법을 통해 보호되는 복지이익이 모두에게 최소한의 수준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절도금지의 법은 가난한 사람의 100달러를 훔

87) 위의 책, 62쪽.

88) 요트장만의 예시는 위의 책,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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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움 (Harmful)

불쾌하지만 해롭지는 않음

(Disliked But Not Harmful)

상처(Hurts): 고통 존재(painful)

혐오유발행위(Offenses):

고통의 부존재 (nonpainful)

[표 6] 해로운 행위와 불쾌하지만 해롭지 않은 행위

친 것과 백만장자의 100달러를 훔친 것을 모두 처벌하지만, 백만장자

에게 100달러는 최소한의 복지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실제

피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침해되는 것은 자유에의 이익 및 재산상의

일반적 안전과 예측가능성 등이며 이는 복지이익에 해당한다고 설명될

수 있다.89)

⑶ 구별이 필요한 개념들

㈀ 불쾌하지만 해롭지는 않은 경우

실망과 같은 불쾌한 심리상태는 상술하였다시피 그 자체로 이익을

구성하지는 않는다.90) 이 역시 지속되면 해악으로 발전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해악과 다르게 정의해야하는 것이다. 파인버그는 불쾌

하지만 해롭지 않은 행위가 물리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면 상처

(hurt)로, 고통은 아니지만 혐오·충격 등의 불쾌한 감정이라면 혐오유

발행위(offense)로 분류하기로 한다([표 6]).91)

불쾌한 마음상태가 지속되어 해악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그것이 충

분히 심각하여 해악의 징후이거나 결과적으로 해악의 원인으로 확정

될 경우로 제한된다.92) 그러나 불쾌한 마음상태는 해악과는 독립적인

하나의 악(evil)이며, 파인버그에 따르면 때로는 그 정도가 너무나 심

89) 위의 책, 63쪽.

90) 본문 35쪽.

91) 위의 책, 48쪽.

92) 예를 들어 우울증, 정신착란 등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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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간섭이 정당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형사적 간섭을 보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자유제한원리의 요구로서 “혐오유발행위의 원

리”이 요청된다.”93) 이때의 “혐오유발행위(Offense)”는 상처와 협의의

혐오유발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혐오유발행위를 가리킨다. 혐

오유발행위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도덕적 해악(moral harm)

고대 철학자들은 부도덕한 성격은 마치 아픈 상태처럼 그 자체로

해악이라고 하였고 이를 ‘도덕적 해악’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도덕적 해악’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해악의 원리에서는 배제되

는 것이다.94) 파인버그는 Brian Barry의 설명을 차용하여 자신의 이

익 개념을 다시금 정제한다. Brian Barry에 따르면 이익은 욕구-관계

적(want-regarding)이거나 이상-관계적(ideal-regarding)으로 이해될

수 있다.95) 우리가 앞선 1.-1)과 2)에서 시도했던 분석은 모두 욕구-

관계적인 관점이다. 반면 이익을 이상-관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실

제의 욕구와 관계없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이다. 파인버그는 이러한 욕구-관계적인 분석에 의한다면 인

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욕구에 기반한 이익들을 증

진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항상 이익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다. 행복과 인격적인 완전무결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인

격적 미덕이 없는 부도덕한 사람들도 충분히 다른 이익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96) 따라서 사람들이 보통 부도덕한 성격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인격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이 되고 싶다”의 독립적

욕구가 이미 일반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러한 좋은 성격의 미

93) 위의 책, 48쪽.

94) 위의 책, 66쪽.

95) Brian Barry, Political Argumen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5, 183

쪽.

96) Joel Feinberg, 앞책(주 43),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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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언제나 다른 이익 달성의 필수적 수단이 되는 복지이익이어서가

아니다.97)

그러나 이상-관계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 이익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해악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강한 논거로서 자녀교육을 든다. 즉 부모

는 자녀들이 좋은 성격을 갖도록 키우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것이다.98) 그러나 파인버그는 자녀교육은 이익 자체를 증

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완전무결함을 기반으로 행복을 찾게 하는

욕구를 주입하는 과정이라 재반박한다. 따라서 좋은 성격은 그 자체

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99)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잘 사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잘 사는 것만

이 좋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게 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요하다. 파인버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

다는 독립적인 욕구가 있어 이익이 만들어질 때만 도덕적 타락이 해

악이 될 수 있다.”100) 예를 들어 성적 쾌락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혼자

의 성매매가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스스로의 도덕적 환

경에 가해지는 타격은 그에게 있어 도덕적 해악에 이르지 않는다. 그

가 배우자에게 전념하고 정절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는 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도덕적 해악은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행위에 기인하게 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를 기준으로 하는 해악의 원리보다 법적 후견주의의 논의와 실질

적 관련을 맺는다. 후술할 법적 후견주의가 논의의 대상을 행위자 스

스로의 실체적 이익의 침해에 국한하는 것은 해악의 원리에서 시도한

이러한 개념 분석을 이어받기 때문이다.

97) 위의 책, 68쪽.

98) S. I. Benn, "Interests in Politic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60,
1960, 130-131쪽.

99) Joel Feinberg, 앞책(주 43), 69쪽.

100) 위의 책,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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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public interest)의 개념

파인버그의 이익과 해악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도 ‘공익(public interest)’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즉 큰 집단에 속하여 널리 공유되고 있지만 언제

나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이 공익이다. 파인버그는 이것이 종국에는

시민 개개인의 이익에 귀속된다고 구성한다.101)

공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복지이지

만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의 소유로 말해

지는 것, 즉 평화, 건전한 경제 등이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보다는 정

부의 이익으로 규정되는, 세금부과, 외국인 등록, 교정시설의 운영과

같은 통치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102) 공익의 개념은 해악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기획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

인데, 후에 해악의 원리를 보완하며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⑷ 자율성과 이익 개념의 문제

마지막으로 자율성(autonomy)103)과 이익 개념의 관계에 대해 간단

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일단 여기서는 자율성이 곧 자기결정권

의 영역이며 이는 다시 자기관계적 결정의 범위로 나타난다는 점을 제

시하면 족하다. 이러한 자율성의 영역이 자의적으로 축소되고 확장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밀을 비롯한 자유주의에서는 직접적인 자기관계

적 결정과 명백한 타자관계적 결정을 구별할 수는 있다고 주장해왔

다.104) 파인버그는 여기서 나아가 자신이 공식화한 자유제한원리 및

이익의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즉 타인의 이익이나 감수성을 직접적으

로 건드리지 않는 모든 자기관계적 결정은 개인의 자율영역에 속하지

101) 위의 책, 63쪽.

102) 위의 책, 63쪽.

103) 자율성에 대해서는 본문 제 3장 이하에서 다시 설명.

104) 밀, 앞책,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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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것을 넘어서는 결정은 타자관계적이 되는 것이다.105) 이에 대한

‘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해악

의 원리에 있어 (1) 객관적 이익의 좌절 조건을 갖출 뿐 아니라 (2) 규

범적 위법함의 문제에까지 관련하게 된다. 일단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

었다면 자율의 영역을 넘는 타자관계적 행위로 보고, 이때 피침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타인의 자율에 대한 침해로서 도덕적으로 위법하다고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국 ‘명백한 타자관계적 결정’의 핵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

한 설명이 자율성의 영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계사례에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 바이다.

3) 도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서의 해악

이제 규범적 차원에서의 해악 개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는 곧

해악의 원리에서의 위법행위는 곧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것의 함

의를 해명하는 과정이 된다.

⑴ 도덕적인 위법행위(wrongdoing)의 정의

“A가 B를 위법하게 취급하였다(A wrongs B).”의 문장은 규범적 차

원에서 다음처럼 해석될 수 있다: “A가 고의 혹은 과실로서, B에게 위

험을 일으킬 수 있고(defective), 도덕적으로 항변할 수 있거나

(defensible) 정당화(2)될 수 없는 방식으로, (부작위를 포함하여) 행위

하여 B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106)

이때 도덕적으로 항변을 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행위가 좋은 것은 아

니었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하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고, 실수, 무지, 심신미약 등의 항변이 그 예

105) Gerhard Seher, 앞책, 135쪽.

106) 위의 책, 10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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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07) 반면 도덕적인 정당화(2)를 호소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책임

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좋음’, ‘옳음’, ‘허용될만함’ 등으로 수식

될 자격을 갖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정당방위 등이 이에 속한다. 법

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는 행위자가

저지른 해악이 순수하게 그의 실수로서 비난받는 때이다. 따라서 도덕

적으로 변명되거나 정당화되는 위법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따라서 해악

이 아니게 된다.108)

자유주의에서 원칙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란 오직 타인의 자율을 침해

하는 행위,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뿐이다.109) 그렇다면 여기

서 논해지는 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권리란 ⒜ 특정한 개인에 대해

보상 혹은 사생활에 대한 불간섭을 요구하는 것과, ⒝ ⒜의 주장에 대

한 법적 집행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권리에 대해 법적 집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 ⒜만 요구될 때에 이는

‘도덕적 권리’에 불과하며, ⒜와 ⒝를 함께 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법적 권리(legal right)’라 부를 수 있다.110) 그러나 우리가 말

하는 해악을 위법행위로, 위법행위를 곧 ‘법적 권리’의 침해로 도식화

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111)

“어떤 해악이 형사법에 의해 방지되어야하는가? ∴ 위법한 해악 →

무엇이 위법한 해악인가? ∴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관련한 이

익을 퇴보시키는 행위 → 어떤 이익에 대해 그것을 침해받지 않을 법

적 권리를 갖고 있는가? → 어떤 이익이 형사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107) 위의 책, 108쪽.

108) 위의 책, 108쪽.

109) 원칙을 근거짓는 방식은 다르지만 자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자유주의에서 공통

적으로 지지되는 도덕이다. 이것을 유일한 도덕적 원칙으로 세우기 때문에 자유

주의 역시 도덕주의의 한 종류라고 말하기도 한다. Joel Feinberg, Harmless
Wrongdoing 참조.

110) 위의 책, 109쪽.

111) 위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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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 어떤 해악이 형사법에 의해 방지되어야하는가?”

따라서 해악의 원리에서 위법행위와 해악이 동일시되려면, 위법을

단순한 ‘도덕적 권리’에 대한 침해, 즉 국가의 법적 집행에 대한 요구

에 선행하는, 동료시민에 대한 요구로 생각해야한다. 즉 모든 이익은

곧 타인에 대한 타당한 요구가 되며, 타인의 이익에 대한 모든 도덕적

으로 항변될 수 없는 침해는 해악이자 위법행위가 된다. 도덕적 권리

의 제시는 형사법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목적에 있어 매우 당연

한 것이라 하겠다.112)

⑵ 동의의 문제 (“Volenti non fit injuria: 동의는 권리침해를 조각한

다.”)

생각건대 해악의 규범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동의 여부이다. 즉 위법(wrong)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면

동의한 자발적인 행위가 아닐 때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완전히 동의

한 행위에 의해 이익의 관점에서 해롭게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만 완전

히 동의한 행위에 의해 위법하게 취급될 수는 없다. 로마법부터 존재

한 “Volenti non fit injuria” 법언113)에 의하면 위법행위는 곧 자신의

소망과 반대되게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행위는 속할 수 없기 때

문이다.114) 해악을 겪는 사람을 ‘피해자(victim)’라 하지만, 스스로 동의

한 해악에 대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완전히 자발

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보의 우위를 통해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라면 동의 원칙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동의 원칙은

동의가 완전히 자발적일 때 즉 정상적인 성인에 대해 강제, 기만이 없

는 경우의 동의일 때만 성립한다.115) 종합하자면 파인버그가 제시하는

112) 위의 책, 111쪽.

113) 이하에서는 “동의 원칙”이라 칭한다.

114) 위의 책, 115쪽.

115) 위의 책,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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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의 개념은 다시 아래처럼 수정될 수 있다.

⑴ 비규범적인 맥락: 이익의 퇴보(set-backs to interest)

⑵ 규범적인 맥락: 위법=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동의하지 않음

(wrong=a violation of a person’s right

=not consent to)

해악의 원리와 후술할 (경성)후견주의(hard paternalism)는 ‘동의한

해악’에 있어 결정적으로 그 관점을 달리한다. 밀의 해악의 원리에 따

르면 의사결정의 능력이 있는(competent) 성인이 그 스스로를 해치는

타인의 행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여기서 해악

의 원리는 자발적 동의의 상황과 ‘조정된다(mediated).’116) 그러나 그

행위가 너무나 해로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라면, 그 동의자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동의가 유효하

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다(“연성후견주의”). 만약 능력 있는 성인이 그

들의 무지로 인한 자기침해적 결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는 이유로 강

제적인 간섭을 주장한다면, 이는 해악의 원리가 아니라 (경성)후견주의

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소결

해악의 원리는 국가형벌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제한원리이다. 즉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는 것은 형벌을 정당화하는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해악이 무엇인지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고, 파인버그는 이를 비규범적인 맥락과 규범적인 맥락 두

가지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 첫째로 해악은 이익을 전제로 하는 개념

116) 위의 책,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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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이익이 퇴보되었을 때 실체적 의미의 해악이 존재한다. 이

익은 범위가 매우 넓은 개념이지만 파인버그는 철학적 분석을 통해 법적

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복지적 이익’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익은

다른 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생명·자유·신체적 안전의 이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단,

개인의 다양한 목표의 성취와 이러한 이익의 보호는 필연적 관계에 있어

야 한다. 심리적 만족의 경우 해악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데, 심리적 불쾌함이 상당하여 국가의 간섭을 요하는 때에는 해악의 원

리가 아닌 또 다른 자유제한원리, 즉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로 정당화될

뿐이다. 또한 부도덕한 성격에 관련하는 도덕적 해악도 분석에서 제외되

는데, 성품적인 완전무결함을 갖는 것과 이익을 성취하는 일이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규범적 차원에서 해악은 도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다. 자유주

의에서 도덕적으로 항변되거나 정당화(2)될 수 없는 위법행위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가리킨다. 그러나 파인버그는 이때의 권리는 도덕적

권리라고 하면서, 본 논의가 형사법을 오직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는데 관

심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로마법부터 존재한 동의 원칙은 규범적

차원의 해악 개념과 관련하면서 해악의 원리를 보완하는 공리의 역할을

한다. 스스로 동의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직 동의하지 않은 타인으로부터의 해악만이 위법할 수 있다. 두 차원으

로 정의되는 해악 개념을 종합하자면, 해악의 원리를 이익의 퇴보는 발

생하지만 도덕적으로 위법하지 않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지만 실

체적 이익의 퇴보는 없는 경우는 모두 배제된다.

위법행위와 실체적 이익의 퇴보 간 인과관계 수립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 수도 있다. 파인버그는 인과관계의 문제에 대해 간단한 일반론을 제

시하고 있다. 즉 관찰과 일반적인 귀납이론을 통해 주어진 행위가 해악

의 생산에 인과적으로 유관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면, 단지 그것이 ‘상식

적 인과법칙’에 의해 “중요성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결정하는 작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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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117)

2. 해악의 원리를 약화시키는 문제들

파인버그는 이제 해악의 원리에 포섭될 경우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사

례들을 다룬다. 관계되는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그 처벌에 대한 강한 도

덕적 요청이 존재하지만 상술한 해악의 원리에 의해서는 정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해악의 원리가 기본이 되는 자유주의 형법관

을 흔들게 된다. 파인버그는 해악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원리를 보완하여

이러한 반론의 예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논증한다. 그러나 이

때의 논증은 그의 본래의 자유주의 기획보다 훨씬 약한 것으로 비판받는

다. 검토되는 것은 크게 ‘살아있지 않은 사람과 해악의 문제’, ‘해악을 방

지하지 않는 행위의 문제’,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해악의 문제’ 세

가지이다.

1) 살아있지 않은 사람과 해악의 문제

파인버그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과 해악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

고 있다: 죽음을 해악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 출생 전의 태아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118) 인간생명의 시기(始期)를 출산 전으로

인정한다면 태아를 단순히 ‘살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다소 어폐가

있겠으나,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관련한 ‘어려운 사례’의 한 범주로서 두

가지를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사례로 묶어 검토하도록 한다.

117) 위의 책, 124쪽.

118) 위의 책, 7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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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죽음과 해악

죽음으로 해악을 겪을 수 있는가? 죽음을 해악으로 볼 수 없다고 보

는 반대론에서는 죽음과 해악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

어 총에 맞자마자 죽는 경우 해악의 전제가 되는 ‘해로운 조건’이 부존

재하는 것이다. 또한 해악을 겪을 주체가 없는 해악은 있을 수 없는데

이에 따르면 죽음이 일단 발생하면 주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죽음은

해악이 될 수 없다.119) 이러한 “주체(subject)의 문제”는 강력한 반대논

거로 작동한다.

반면 파인버그는 해악의 원리에서 지지되는 입장은 죽음을 해악으로

분류하는 찬성론이라 하고 있다. 이들은 죽으면 이면적/장차적 이익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은 최상의 복지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120) 그렇다면 해악의 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이

다. 해악을 사후에까지 적용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인정해버리거나, 주

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식은 용인되는 언어 관행을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인버그는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예외적으로 주체가 죽은 후에도 충족될121) 가능성이 있는 이익

이 존재하며 “생존이익(surviving interest)”이 여기에 속한다고 제시한

다. 즉 이러한 이익은 주체가 죽더라도 당분간 현재형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122) 예를 들어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는 것이나 사랑하는 사람

의 번영에 대한 열망은 이러한 살아남는 것의 이익의 근거가 되며, 죽

음 후에도 증진되거나 해악을 겪을 수 있다. 죽은 사람은 무의식이므

로 해악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으나, 살아있는 사람

도 때때로 자신의 이익이 해쳐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123) 그렇다

119) 위의 책, 80쪽.

120) 위의 책, 81쪽.

121) 파인버그는 충족(fulfillment)과 만족(satisfaction)을 구별하여 만족은 정서적 개

념이지만 충족은 객관적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사람이 죽더라도 가

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위의 책, 84쪽.

122) 위의 책, 83쪽.

123) 위의 책,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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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러한 이익의 주체는 누구인가? 파인버그는 “사전(死前)의 사람

(ante-mortem person)”이 계속하여 주체가 되지만, 해악을 겪는 그 시

점을 확정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인정한다. 그가 제시하는 최선의 답은,

사후에 발생한 해악을 죽은 시점으로 소급하는 대신 당해이익이 발생

하게 된 시점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124)

요컨대 해악의 원리에 있어 죽음은 그것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

(“살아남는 것의 이익”)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해악으로 인정

되며, 이때의 주체는 살아있을 때의 그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

후에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 소급되어 그 효과를 가진다고 보지는 않

는 것이다.125)

⑵ 출생과 해악

출생 전의 생명과 해악의 문제는 보통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부모나 의사 혹은 국가가 해악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와 관련된

다. 인간존재의 시작을 출산 전 어느 시점으로 보건 간에, 인간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 해악을 겪을 수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태아는 이익

을 갖지 않는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파인버그는 진정한 사람이 되기

전에도 ‘장래적 이익’이라는 일종의 잠재적 이익을 지닐 수도 있다고

한다.126) 예를 들어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산모의 아기가 출산 이후에

비로소 사고로 말미암은 장애를 갖게 된다면 오토바이 사고는 아기에

게 가해진 해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해악은 심지어 수정 이전

에 실행된 행위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다.127) 이때 태아의 잠재적 이

익은 상술한 죽음 후에 계속되는 이익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하는데,

태아의 경우 이러한 이익은 애초에 가져본 적이 없으며 뱃속에서 죽는

다면 아예 발생되는 해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128)

124) 위의 책, 89-91쪽.

125) 위의 책, 93쪽.

126) 위의 책, 96쪽.

127) 위의 책,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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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로운 삶(Harmful Life)”의 문제는 어떻게 다뤄져야하는

가? 이는 곧 “원치 않은 삶(Wrongful Life)” 논쟁이라 불리며, 장애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아기들이 출산으로 인한 해악의 책임을 부모

나 의사 혹은 국가 등에 묻는 소송사례들을 가리킨다.129) 만약 아기들

이 선천적 장애라는 해악을 겪는다고 인정된다면 소송을 통해 그 책임

과 인과관계가 다투어진다.130) 어떤 아기가 유전적 장애가 너무나 심

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장래적 이익이 좌절된 채 태

어났다고 해보자. 이때의 아이는 낙태를 수행하지 않은 부모나 의사에

의해 현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즉 도덕적으로 위법하게 취급되었

다고 불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해악을 겪는다고는 할 수 없

다. 해악은 단순히 해로운 조건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이 생기는 것을 방해함을 의미하므로, 타고난 장애의 조건이 해악

이 되려면 아예 부존재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

다. 파인버그에 따르면 애초에 어떤 조건도 갖지 못하는 부존재는 장

128) 위의 책, 96쪽.

129) 본래 ‘원치 않은(wrongful) 삶’의 용어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결과를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을 통칭하였다. 그러나 이후 소송당사자가 부모로서

의사에게 제기하는 ‘원치 않은 출산(birth)'과 선천적 장애아 본인이 의사에게 손

해배상책임을 묻는 ‘원치 않은 삶’ 소송으로 구별되었다. 최근에 ’원치 않은 삶‘

소송은 산전감별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가 다른 정확한 기형 진단 방법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가 정상이라고 오진한 경우를

의료과실로 보아 장애아가 의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이룬다. 우

리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1999. 6. 11. 98다2287 판결 이래로 인간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 자체가 의사의 과실이 아닌 이상

장애아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고 있으며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서도 모자보건

법 상 금지하고 있는 낙태결정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류화신, “’원치

않은 삶‘ 소송과 의료과오책임 -인간존엄성 위기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

논집》 제 11권 제 3호, 2015.3., 314-316쪽; ’원치 않은 삶‘ 개념에 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이은영, “원치 않은 아이 소송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 《중앙법학》 제 11권 제 2호, 중앙법학회, 2009 등 참조; 관련 소송에 대

한 비교법적 분석을 위해서는 김민중·박종원, “ "원치 않은 아이" 관한 의사의 손

해배상책임 -국,내외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2권, 전북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1, 223-244; 윤진수, “Wrorgful Life로 인한 장애아 자신의 의사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 《의료법학》 제 2권 제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1.6., 90-112

쪽 등 참조.

130) Joel Feinberg, 앞책(주 43),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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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출산으로 인해 부모 혹

은 의사가 아이를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해로운 상태에 가져다놓는

다고 하더라도 해악을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131)

“원치 않은 수정(임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

인을 강간하여 혼외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의 장애가 심각하다면, 권

리의 침해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해악이 있다고 말해지지 않는다. 요

컨대 해악의 원리에서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의사가 아이의 장애

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악’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다고 보지 않는다.132) 이에 대한 처벌은 오직 법도덕주의에 의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는데, 법도덕주의는 다른 사람을 원래부터 해로운 조건

에 옮겨놓는 것도 형사처벌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133)

2) 해악을 방지하지 않는 행위의 문제

이하에서는 해악을 방지하지 않는 행위도 해악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

를 다룬다. 앞서 살펴본 엄격한 해악의 원리는 권리의 침해행위만을 해

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지 않는

부작위는 정당화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파인버그는 특수한 응급

상황에서의 구조행위 해태에 대한 처벌에 동의한다. 따라서 작위행위로

서 타인에 대한 해악을 야기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해악의 방지를 실패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원리의 형태를 수정하게 되는 것이

다.134) 요컨대 관건이 되는 것은 구조행위 해태를 처벌해야한다는 도덕

적 확신이 정당한지, 만약 정당하다면 해악의 원리 안에서 설명이 가능

한지 여부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의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로 나타난다.135)

131) 위의 책, 99-100쪽.

132) 위의 책, 102쪽.

133) 위의 책, 103쪽.

134) 위의 책,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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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의 도덕적 정당성

파인버그는 응급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

하는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이하 나쁜 사마리아인법)”136)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신한다. 요컨대 그는 위험에 처한 개인은 불

합당한 위험·비용·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구조를 할 수 있는 이들에

게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도덕적 주장이 타당하다는 직관적 확

신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는 사실적으로는 당시 구조의 법적 의

무를 부과하고 있던 15개 유럽국가들과 이에 반대하는 커먼로 국가들

의 법정책을 형량한 가치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규제를 애초에 해악의 원리 안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형태로 재

구성하고자 하였다.137)

파인버그는 나쁜 사마리아인법을 반대하는 주장을 반박해나가며 그

의 직관적 확신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첫 번째 반대론은 커먼로

전통에 기원하며 구조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의의 요구와 박

애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38) 권리의 침해를 부정의라 한다면,

나쁜 사마리아인의 부도덕성은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 단순히 친절함과

박애의 결핍에 불과하여 상대방이 비난(grievance)할 수 없게 된다. 따

135) 위의 책, 129쪽.

136) 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은 긴급한 위험에 빠진 자와 특수관계에 전혀 있지 않

지만 용이하게 간이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그를 방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

이다. 우리 형법은 제 18조에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나 선행행

위자의 부작위를 처벌하고, 제 271조 이하에서 보증관계에 있는 자의 유기를 금

지하며,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7호에서 장소관리인의 부작위 의무를 규율한 것

외에는 긴급한 위험에 빠진 자에 대한 간이구조의무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일부 주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법을 입법하

고 있다. 우리 형법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체의 유대관계 및 시민 간의 부조가 약

해지는 현상을 법정책적으로 방지해야한다는 입법긍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오병

선,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 《수행인문학》 36호,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

연구소, 2006, 48-49쪽.

137) Joel Feinberg, 앞책(주 43), 127-9쪽.

138) Lance K. Stell, "Dueling and the Right to Life," Ethics 90, 1979, 위의 책,

13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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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구조후보자 A가 단순히 구조를 하지 않는 것은 구조요청자 B에

게 무상이익을 수여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해악을 야기

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된다.139) 또한 사마리아인의 구조의무는 밀이 구

별하는 타인의 권리를 지켜야할 의무인 완전의무(perfect obligation)와

권리와 상관없는 도덕적 의무인 불완전의무(imperfect obligation) 중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140) 이것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자

선적 기여로서 제한된 도움을 평등한 경쟁자들 중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의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인버그는 사마리아인의 사례

에는 그만큼 가깝고 즉각적인 다른 도움요청은 없기 때문에 구조자의

의무를 단순히 평등한 요구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즉 이때의 구조는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

니므로 밀의 맥락에서의 불완전의무로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141) 구

조를 요청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에게 ‘최소한의 품위’를 요구하기 때

문에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비난받는 일이 된

다.

두 번째 반대론은 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최소한으로

품위있는’ 사마리아인에게 위험에 처할 사람을 구할 도덕적 의무가 있

는 것은 맞지만 이를 법형식화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

르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구조의 요청과 아주 훌륭한(splendid) 수

준에의 요구를 구별하는 선은 임의적으로 그어질 뿐이다.142) 그렇다면

법은 사람들을 가장 높은 도덕 이상에 맞춰 살게끔 강제하는 일이 되

며 이러한 입법의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은 법도덕주의의 형

성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파인버그는 구조의무를 강

제하는 입법에 적용될 수 있는 준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자에게

불합당한 위험·손실·비용이 없었을 경우 일반적 구조의무가 생기며, 피

139) 위의 책, 130쪽.

140) 위의 책, 131쪽.

141) 위의 책, 134쪽.

142) 위의 책,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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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143) 고

전적인 부작위 개념에 따른다면 사마리아인은 부상당한 사람과 과거의

계약, 특수한 지위, 또는 직업에 의한 어떠한 법적 의무도 갖고 있기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일절 갖지 않게 된다.144) 그러나 만약 피구

조자가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고 그를 구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근처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마리아인은 ―초래되는 불합당한 위

험·손실·비용이 없을 때― 도움을 주러 올 도덕적 요구를 받게 된다.

이때 구조의무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에 대한 피구조자의 결

정적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사마리안이 아무런 행동

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부작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145)

마지막으로 적극적 의무의 강제가 언제나 자유에 대한 더 큰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의무는 적극적 의무보다 우월성

을 지니는데, 적극적 의무는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도덕규칙에

서 비롯된 도덕적 의무는 태생적으로 영역과 기능면에서 모두 사회적

이다. 공적 도덕은 단순히 모든 자율적 사적 도덕의 합을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를 향한 사적 노력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 의무는 이러한 조정의 문제없이 각 시민에게

단순하게 부여될 수 있지만, 적극적 구조의무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다

른 동료 시민들과 적절한 규칙을 논의해야한다. 대부분의 사회는 비용

을 공평하게 분담하여 구조의 책임을 소방기관 등에 독점시키고, 전문

성을 집약한다. 그러나 이것의 예외로서 급박하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

에 처한 사람을 구조한 의무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행인도 구조를 할

수 있다.146)

143) 위의 책, 153-4쪽.

144) 위의 책, 152쪽.

145) 위의 책, 163쪽.

146) 위의 책, 169-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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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해악의 원리와의 조화 가능성

응급상황에서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도덕적 권리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부작위로 처벌할 수 있

다고 설명하였다.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은 해악을 단순히 방지하지 못

하는 것, 즉 부작위에 대한 처벌을 해악의 원리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 해악의 방지에의 요구는 해악의 야기의 금지와 결국

같게 되는가? 파인버그는 이 둘을 모두 포섭하는 것으로 해악의 원리

를 수정하길 목적한다.147)

이익 개념으로 정의되는 해악의 원리를 가정한다면 해악의 원리를

수정할 필요 없이 금지와 방지의 요구 모두 ‘해악의 방지’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규범적 차원으로 정제한 해악

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먼저 부작위를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해악의

야기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요컨대 해악과, 부작위로 인

한 해악의 비방지 사이의 구별은 해악의 방지에 요청되는 노력이 최소

한일 때 도덕적으로 무의미해진다.148) 즉 구조의 요청자가 심각하고

응급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마리아인은 불합당한 위험이나 비용 혹

은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한에서 구조할 의무가 생긴다. 이때의 해

악을 방지하지 않는 것은 해악의 야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3)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해악의 문제

해악의 원리에서는 공익도 침해받는 이익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같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해악의 원리로 처벌

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특정하는 것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

며 따라서 해악의 원리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는 공익 이외에도 특정한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해악으로

147) 위의 책, 186쪽.

148) 위의 책,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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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이익(competitive interest)과 모방적 해악의 사례를 검토한다. 거

듭 강조하지만 이 사례들은 해악의 원리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해악의 원리가 포섭하지 못하는 개념들 중 파

인버그가 그 포섭에 대한 강한 도덕적 요청이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 검

토함에 불과하다.

⑴ 공익과 공적 해악

공익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수의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

는 어떤 종류의 이익도 집합적으로 공익이라 할 수 있다. 파인버그에

따르면 보다 정확하게는 공통의 이익, 즉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하나

로서 갖는 이익이 공익이다. 따라서 공적 해악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

고 있는 단일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된다.149)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적 해악에 대해서도 다른 정

도로 침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려해야하는 것은 특수한 지위에 따

르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각 개인을 둘러싼 환경 전체이며, 이러한 기

준에서 공익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익

은 “보편적 총 이익(universal net interest)”이다.150) 이러한 공익은 형

사제재를 수단으로 보호가능한 이익에 포함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 훨

씬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의 유연성을 악용한다면

해악의 원리, 궁극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구성하기 전 입법자는 아주 경험적인 고려들을 추가해야

만 한다. 즉 어느 시점에서 공익이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는 또

다른 (공적) 해악을 압도할 만큼 충분한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한다.151)

공익과 관련한 실천적 판단의 필요성은 또한 책임귀속의 문제에서

149) 위의 책, 223쪽.

150) 위의 책, 224쪽.

151) 위의 책,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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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때 대기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의 경우 축적되는 성

격을 띤다.152)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이나 화력발전과 같이 평소에는

해롭다고 할 수 없는, 사회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들이 대기가 이

미 포화상태여서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양의 가스 배출로 실제적 해악

의 한계선을 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 배출자가 대기 오염

을 금지하는 법령을 어긴 것인가? “축적적 해악(accumulative harm)”

의 사례는 보통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153)

㈀ 해악의 상황이 무수히 많은 사람의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기여에

의해 도달되었다.

㈁ 이러한 기여는 양과 사회적 가치의 정도에서 동등하지 않다.

㈂ 각각의 기여행위는 해악의 한계점으로 점점 조건을 옮겨간다는 점

을 제외하고는 해롭지 않다.

㈃ 이때의 해악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필수적인 보편적 총 이익

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공익을 구성한다.

㈄ 기여행위 자체는 다른 방식에 있어서는 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

문에 전체로서 금지되면 공익에 대해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해악을 특정인에게 귀속하는 문제는 각각의 기여행위에

일정한 몫을 허락하고 이러한 몫을 넘었을 때 해악의 유발자로 성립되

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때 각각 얼마의 몫을 허락할 지의 문

제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따르는 별도의 규제체계로 위임되는

것이다. 즉 환경오염과 같은 공적 해악의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결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악의 원리는 단순한 형사적 제재를 정당화하

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 문제를 풀어야하는 규제책의 도입에 그 정

당성을 빌려주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법하게 취급되는 것은 개인

152) 위의 책, 228쪽.

153) 위의 책,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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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가 아니라 분배적 우선순위에 대한 권위 있는 제도이다. 해악

의 원리의 규범적 차원이 보완되는 것이다.154)

⑵ 경쟁적 이익

경쟁적 이익이란 두 사람의 이익 중 하나가 침해되어야만 나머지 한

사람의 이익이 해악을 피할 수 있는 때를 가리킨다. 즉 상대방의 이익

이 필연적으로 퇴보된다는 것이다.155) 그러나 이익이 퇴보되었다고 하

여 항상 해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도덕적 위법행위가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테니스 게임을 자발적으로 하였을 때 승자

가 패자를 위법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156)

따라서 경쟁에서 지는 것이 해악의 위상을 얻으려면 위법행위가 있

어야 한다. 경쟁이 불공정하게 야기되었거나 도덕적으로 부정당할 때

비로소 해악의 원리에 의해 강제가 가능한 것이다. 정당한 경쟁이란

피할 수 있는 경쟁으로서, 경쟁의 참가자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위험을

숙지하고 조종이나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동의 원칙). 만약 경쟁에 진정 자발적으로 동의

하기가 어려운 위험이 있고 필연적으로 제 3자 혹은 사회 전체의 이익

에 해롭다면 이는 부정당한 것이 된다. 파인버그는 과거 결투(duel)의

경우 도전장을 받은 사람은 죽이거나―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불명예

를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결투 승

낙은 완전하고 자발적인 위험의 승인,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

묘사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157)

⑶ 모방적 해악

이는 흔히 말하는 모방범죄에 해당한다. 사안은 다음처럼 가정된다.

154) 위의 책, 229-30쪽.

155) 위의 책, 218쪽.

156) 위의 책, 219쪽.

157) 위의 책,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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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잔인한 살인의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었고, B가 이것을 모방

하여 C를 살인하였다. 만약 B가 그때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그 시간

에 C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강력한 상황적 증거가 존재

한다. A는 C에게 해악을 가한 것인가?

일반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158).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이 있

는 사람인 B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한 행위는 선행하는 A의 행위와 이

후의 해악 사이의 인과적 연결을 끊는다. 만약 C에 대한 해악이 B에

게 책임 있는 것이라면, 비록 A의 행위가 없으면 B의 행위가 일어나

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A에게 동시에 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B의 행위가 완전히 비자발적이어서 책임이 면제된다면 A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B가 자발적인 경우에도 A가

고의적으로 C를 해치려하였을 때는 A와 C의 상대적으로 먼 인과관계

가 상당한 도덕적 유관성을 가진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A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A와 B 모두 C에 대한 해악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159)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입법은 많은 실천적인 문제들에 부딪치

게 된다. 인과관계와 고의의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A의

영화가 B의 살인에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서 전용된 해악

(diverted harm)에 불과한 것이라면, A는 C의 손해에 단지 민사적 책

임을 질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도 쉽지 않을 것

이다. 나아가 인과적 연결관계가 단지 추측적인 사안까지 형사소추가

능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창조적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입법부의 태도와 배치되기도 한다.160)

158) 위의 책, 236쪽.

159) 위의 책, 237쪽.

160) 위의 책,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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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파인버그는 ‘해악’을 도덕적으로 위법하게 타인의 이익을 퇴보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중점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사례들

중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이 논의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해악의 원리

의 강력한 흠결이 되어 파인버그의 자유주의 기획 전반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파인버그는 반박의 사례들 중 ―본인이 그 처벌에 직관적으로 동

의하는― 몇 가지를 골라 해악의 원리를 보완하면서 포섭가능성을 검토

한다. 여기서는 크게 ‘살아있지 않은 사람과 해악의 문제’, ‘해악을 방지

하지 않는 행위의 문제’,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해악의 문제’ 세 가

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죽음과 출생과 해악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해악의 원리에서

는 죽음 자체도 이면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해악으로 보고 있

는데, 해악을 겪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리의 핵심과 모순

이 된다. 파인버그는 죽은 후에도 충족될 수 있는 이익으로서 ‘살아남는

것의 이익’을 제시하며, 사전의 사람을 이러한 이익의 주체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출생에 있어서는 중증의 장애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이른바 ‘원치 않은 삶’이 부모나 의사에게 해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 쟁점이 된다. 해악은 더 나은 조건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라는 해로운 조건은 애초에 부존재하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

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모는 낙태의 부작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로는 해악을 방지하지 않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악을 야기하는

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다루었다. 이는 응급한 위험

에 빠진 사람의 구조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는 나쁜 사마리아인 처벌

법의 논의로 재편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조를 하는 것이 불합당한

위험이나 비용 혹은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구조의무가 있는 다른 사

람이 없다면 이때의 부작위와 해악을 야기하는 작위행위는 도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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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해악의 원리를 다시금 보완한 것이

다.

셋째로는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해악의 문제를 보았다. 환경오염

같은 공적 해악의 경우 각각의 기여행위별로 허용되는 몫을 분배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규제체계의 성립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해악의

원리는 제재가 아니라 그러한 규제체계를 정당화하는데 원용되는 것이

다. 해악의 원리는 여기서 다시금 수정되는데 위법행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실제의 분배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경쟁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오직 그러한 경쟁이 불공평하거나 부정당하여 위법행위일 때 해악이 된

다. 마지막으로 모방적 해악은 인과관계와 표현물 제작자의 고의나 과실

이 성립될 때만 제작자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실천적으로 이

를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3. 해악의 원리의 보완 -조정 공리들의 제시

이제 일반적으로 해악이 원리를 보충하는 도덕 공리들을 검토하겠다.

해악의 원리가 입법자의 결정에 대한 가이드로서 다양한 실천적인 맥락

에서 적용가능하려면 단순한 진술 형태로는 가능하지 않고, 정의나 공정

의 계율 같은 독립적인 도덕 원리들로 보충되어야만 한다. 파인버그는

이를 “조정 공리(mediating maxim)”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공리들은 원

리의 적용에 논쟁이 생기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

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의 공정성과 보호되는 이익의 중요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하여 원리에 포섭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는 앞서

이들 중 몇 가지를 언급하였다. 이하에서는 해악의 크기와 확률, 이익의

상대적 중요성, 자유에 대한 이익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제시되는 공리들

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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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악의 크기와 확률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간섭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와 발생

확률이 얼마가 되어야하는가? 파인버그는 이와 관련해 크게 네 가지 종

류의 공리를 말하고 있다.

㈀ “De minimis non curat lex: 법은 사소한 것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 법언에 의하면 사소한 해악은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다. 왜냐하

면 자유에의 간섭은 그 자체로 해악이기 때문에 방지하려는 해악은

그보다 항상 더 커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는 공리주의에 근거하

는 도덕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해악과 이익이 어떻

게 분배되는지에 상관하지 않고 강제의 적용에 있어 단순히 해악의

상대적 크기만 고려한다. 반면 해악의 원리에서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위법행위자는 피해자보다 해악으로부터의 보호를 덜 받아야한

다고 말한다. 따라서 해악의 원리의 적용에서 사소한 해악을 제외하

는 것은 단순한 공리주의적 형태가 아니라 정의에의 요청이 결합된

공리에 따르는 것이다.161)

㈁ “해악의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덜 합당하게

된다.”

해악의 크기와 확률의 일반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해악의 확률

이 높아질수록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해악의 심각성은 작아

지고, 해악의 심각성이 클수록 필요한 확률은 더 낮아진다.” 위험

(risk)은 해악의 확률과 크기를 합친 개념이다. 위험은 그를 감수하는

개인과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와 형량된다. 따라서 일반론적으로 “문

제가 되는 행위의 사회적 효용성이 클수록 그를 감수하는 것은 더 합

당한 일이 되며, 따라서 이를 형사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161) 위의 책,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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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더 커져야만 한다.”162)

㈂ “비정상적인 취약성을 가진 사람은 형사법을 통해 보통은 해롭지

않은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법령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려면 표준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해악으로부터 표준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

하다. 따라서 어떤 해악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고 할지라도, 형사법은 오직 동일한 지위에 있는 정상적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해악에 대해서만 보호를 제공한다. 그 이상의 보호는 민사적

으로 불법행위를 청구하거나 다른 비제재적인 방법에 의해 스스로 확

보해야하는 것이다.163)

㈃ “총합적 해악(aggregative harm)이 발생할 때에는 면허부여제도를

활용한다.”

‘총합적 해악’은 때때로 전혀 해롭지 않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해

롭게 여겨지는 것이다.164) 예를 들어 총기는 책임있는 시민이 소유할

경우 신중하게 자기방어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소수에 의한

충동적 살인의 가능성은 심각한 해악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

은 경우에는 해악을 각각이 아니라 총합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입법자는 면허부여제도(licensure)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면허부여

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며, 심각한 남용이 될 수 있고, 자격부여를

결정함에 있어 임의성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개인에게

해롭지 않거나 이익이 되는 경우까지 제거해버리는 더 큰 해악을 막

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165)

162) 위의 책, 190쪽.

163) 위의 책, 193쪽.

164) 위의 책, 193쪽.

165) 위의 책, 194쪽; 축적적 해악에서와 마찬가지로 총합적 해악에 있어 해악의 원

리는 직접적으로 형사적인 제재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문제를 해결

하는 면허부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그 정당성을 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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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부여는 크게 특별히 자격을 갖춘 소수에게만 면허를 제한하면

서 태생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규제하는 전면 금지(blanket

prohibition)의 방식과 잘못 행위한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다수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전면 허용(blanket permission)의 방식으로

구별된다. 파인버그는 행위가 가지는 위험이 너무 크거나, 실질적으로

면허부여의 재량의 남용을 피할 길이 없다면 전면 금지의 방식을 취

해야한다고 설명한다.166) 예를 들어 그는 해악의 원리는 권총 소지

합법화를 반대하는데,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도로 위 수백만의

권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덜 책임있는 사람이 방어용 무기를 안전하

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위험은 총합적으로 매우 큰 해악이 되기 때문

이다.167) 이러한 공리는 제한되는 자유와 보호되는 이익을 형량하는

원리 뿐 아니라, 그러한 형량에 있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실천적인 문

제들을 고려해야할 제도가 기관의 수립을 요청하는 것이다.

2) 이익의 상대적 중요성

특정한 행위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해악이 되지만, 그

행위를 금지시킨다면 이는 그와 관련된 이익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다시

해악이 된다. 물론 여기서는 단순한 자유의 제한의 의미가 아니라 실질

적 이익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충돌하는 이익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이는 표준적인 사람들 전체를 대상

으로 하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익의 어떤 차원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를 개관함에 족한다.168)

전형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은 활동에 참여할 적극적 이익과 방해받지

않을 소극적 이익 사이의 갈등 사례이다. 충돌하는 이익은 크게 세 가지

166) 위의 책, 195쪽.

167) 위의 책, 196-7쪽.

168) 위의 책,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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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으로 비교될 수 있는데, 중요성(vitality), 다른 공·사적 이익과 관

련하여 강화되는 정도, 본질적인 도덕적 가치가 그 것이다.169) 예를 들어

복지 이익은 다른 이익보다 필수적이며, 공익에 견줄 때 운전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되어야만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이 본질

적으로 갖는 도덕적 경중인데 파인버그는 아주 전형적인 사안에서는 이

익이 위시하는 도덕적 가치들 간에 서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170) 그러

나 생각건대 이익에 포함되는 도덕적 가치는 각 개인의 욕구마다 다르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초점 목표’와 관련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의 제시는 설사 보완하는 차원이라 할지라도 원리의 핵심과 모순되

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3) 자유에 대한 이익(interest in liberty)

어떤 이익이 침해될 때는 그 행위를 선택하는 이익, 즉 자유에 대한

이익도 역시 침해되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선택의 자유에 대한

이익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간은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을 통해 ‘안

전’과 ‘창조성’을 확보하므로 자유에 대한 이익은 기본적 복지 이익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행위가 불법이 되면 그러한 행위를 할 자유는 모든

시민에 있어 사라진다. 그러나 다른 행위를 할 자유의 가능성은 열려있

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이익은 관용할 수 있는 최소 수준 이하로 떨어지

는 경우에만 침해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즉 더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이

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자유에 대한 이익은 부분적으로 포함될 뿐인

것이다. 자유는 당연한 종류의 행위, 부작위, 소유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개방적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닫힌 선택지가 생산해내는

대안적 행위가 더 많을수록 자유에 대한 더 큰 침해가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171)

169) 위의 책, 204쪽.

170) 위의 책,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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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해악의 원리의 보충 혹은 제한

해악의 원리는 형사처벌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제한원리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리라 할 때 문제가 된다. 따라서 파인버

그의 자유주의 기획에서 해악의 원리는 그 핵심에 이익과 위법행위의 개

념을 두고 주변부를 다양한 조정 공리들을 통해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형

태로 논증된다. 논쟁이 되는 사안들은 산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특별하게 파인버그가 도덕적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으로

보호되는 이익과 제한되는 자유 간의 형량을 요하는 유형의 것이다. 이

들을 다루기 위해 제시되는 독립적인 도덕 원리들에 대해서는 윤리적 정

합적 방법론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임의성이 배제된다. 지금까지 해악의

원리를 설명하며 검토했던 조정 공리들은 다음과 같이 모두 정리될 수

있다.

㈀ 해악의 원리에서 사용하는 ‘해악’은 다른 사람의 도덕적으로 위법

한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로 인한 퇴보된 이익 가리킨다. 따라서

해악은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는 행위에 의해 창출되어 피해자의

이익을 퇴보시킬 뿐 아니라 그의 권리를 침해한다.172)

㈁ Volenti non fit injuria: 자발적으로 동의한 행위는 제외된다.173)

㈂ 해악의 분석은 일시적인 실망, 사소한 물리적, 심리적 ‘상처(hurt)’,

기타의 불쾌한 마음상태를 배제한다.174)

171) 위의 책, 206-7쪽.

172) 위의 책, 215쪽.

173) 위의 책, 215쪽.

174) 위의 책, 2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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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minimis non curat lex. 사소한 해악은 제외한다.175)

㈄ 행위가 완전히 무해하거나 필연적으로 해롭지 않을 때 입법자는

다음의 규칙들로 해악의 원리를 보충한다.

a. 해악의 심각성이 클수록 필요한 확률은 더 적다.

b. 해악의 확률이 클수록 필요한 심각성은 더 적다.

c. 해악의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덜 합당

하게 된다.

d. 위험한 행위가 더 가치있을(유용할)수록 해로운 결과에 대한 위

험을 감수한 것이 더 합당하게 된다.

e. 해악의 위험이 더 합당해질수록 그를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하

는 경우는 더 약해진다.176)

㈅ 비정상적인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규칙 외에 보통은 해롭지

않은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형사법에 요구할 수 없다.177)

㈆ 총합적 해악이 창출될 때에는, 입법부는 면허부여제도를 통해 행

위를 규제해야하는데, 그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만 전

면금지방식에 의존해야만 한다.178)

㈇ 다른 종류의 이익들이 충돌할 때 입법부는 다음의 규칙들을 따라

서 더 중요한 것을 보호한다.

a. 필수성

b. 다른 공적·사적 이익에 의해 강화되는 정도

c. 본질적인 도덕적 가치179)

175) 위의 책, 216쪽.

176) 위의 책, 216쪽.

177) 위의 책, 216쪽.

178) 위의 책,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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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에 대한 이익에 대한 입법부의 침해는 더 큰 이익을 방지해야

할 때만 정당화된다. 닫힌 선택지가 더 많은 대안을 생산할수록 그

침해는 더 커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재에 의해 심각히 침해되

는 이익은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이익은 아니다.180)

[특별하게 원리를 수정하여 해악에 포섭되는 사안들]

㈉ 죽음은 그 자체로 해악에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출

생이 위법행위가 될 때에는 출산행위가 해악으로 비난받을 수는 없

다.

㈊ 해악을 방지하는 행위가 불합당한 위험이나 비용 혹은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작위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이 없다면 해악에는 적극

적으로 해악을 야기하는 행위 뿐 아니라 해악을 방지하는 행위까지

포섭할 수 있다.

㈋ 공적 해악도 해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위법행위의 대

상은 개인이 아니라 권위 있는 실제의 분배제도로 수정된다. 경쟁적

이익은 오직 그러한 경쟁이 불공평하거나 부정당하여 위법행위일 때

해악으로 포섭되며, 모방적 해악의 경우 최초의 제시자에 대한 형사

책임은 그의 행위와 결과로서 나타난 해악 간의 인과관계 수립 및 고

의가 확인될 때 이론적으로는 성립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사책

임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179) 위의 책, 217쪽.

180) 위의 책,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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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혐오유발행위의 원리(Offense Principle)

파인버그의 자유주의 기획에서는 해악의 원리를 형벌을 도덕적으로 정

당화하는 핵심적인 자유제한원리로 검토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도

덕 원리들을 제시하는 논증구조를 취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는 해악의

원리의 주변부에 머물면서 개별적인 도덕 공리들로 원리에 포섭될 수 있

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매우 불쾌한 마음상태는 몇 개의 공리

들을 추가하여 해악의 원리에 우겨넣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타인에게 불쾌한 마음상태를 유발하는 행위인 ‘혐오유발행위’는 그 자체

로 심각한 악으로서 처벌이 도덕 직관적으로 요청되지만, 해악의 원리로

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일반화된 도덕 원리, 즉 혐오

유발행위의 원리가 별도의 자유제한원리로서 이러한 행위를 다루기 위해

제시된다. 이는 파인버그의 자유주의 기획에서 해악의 원리를 ―보다 큰

차원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하의 논증은 해악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를 어떻

게 하면 입법의 실천에 보다 부합하게 조탁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며, 궁극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드는 목적에 기여한다.

따라서 먼저 ‘혐오유발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령을 정

당화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조정 공리들이 함께 ‘묶여야하는지’ 제시

한다. 해악의 원리와는 다르게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 있어서 이러한 조

정 공리들은 모든 사례에 함께 적용되는 것이다. 이후 원리를 약화시키

는 주변부의 사례들을 살피면서 그 포섭가능성을 검토한다. 파인버그는

‘음란성(Obscenity)'의 구체적 예를 다루는 문제에 지면의 절반을 할애하

고 있는데 음란물이나 음란한 표현은 혐오유발행위에 포함되기도 배제되

기도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언어 및 사회문화적 배경, 구체적 법률해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형법

의 도덕적 정당화의 맥락과 관련되는 부분만 다루는 것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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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오유발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당화 -공적불법방해로서의

혐오유발행위

1) 혐오유발행위(Offense)의 개념

‘혐오유발행위’란 다른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불쾌한 마음상태를 유발하

는 행위이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는 것

은 해악의 원리가 아닌 별도의 자유제한원리로 정당화되어야한다. 따라

서 우리가 검토하는 자유제한원리로서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란 “제안된

형사적 제재가 타인에 대한 심각한 혐오유발행위를 막는 효율적인 방식

이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항상 좋은 이유”라는 명제를 포함한다.

해악과 마찬가지로 혐오유발행위도 비규범적인 맥락과 규범적인 맥락

에서 설명된다. 즉 객관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광의의 불쾌한 마음 상태

를 초래하였고, 주관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위법행위가 있었

으면 혐오유발행위가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행위는 도덕적으로

항변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이 불쾌한 마음상태를 야기한 때를 가리킨

다.181) 그러나 해악의 원리와 달리 ‘피해자’182)가 반드시 위법행위의 사

181) 자율의 범위는 내용적 측면에서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결정된다. 파인버그에

의할 때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영역은 타인의 이익 및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배제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즉 여기서 고려하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율

은 이익 뿐 아니라 감수성의 보호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다. 자율성의 영역을 공간적 차원으로 그릴 때에도 신체 외에 일정한 프라이버시

의 공간이 포함되게 된다. 자율성에 대해서는 제 4장 제 1절 법적 후견주의 이하

에서 자세히 설명.

182) 이 절에서 ‘피해자’는 혐오유발행위에 의해 혐오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을 가

리킨다. 파인버그는 《Harm to Others》에서 ‘피해자(victim)’란 권리를 침해당하

는 방식으로 해악을 겪은 사람이라 하였지만(Joel Feinberg, 앞책(주 43), 117-8

쪽), 《Harmless Wrongdoing》에 이르러서는 권리의 침해가 있는 피해자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구별하고 후자를 형사처벌로 규율할 수 없는 ‘비난할 수 없

는 악’으로 설명하고 있다(Joel Feinberg,《Harmless Wrongdoing》, 28장 이하)

따라서 ‘나’는 ‘피해자’를 해악이나 혐오유발행위에 의해 권리가 침해된 사람의 개

념으로 사용하되 이 절의 맥락에서는 구체적으로 ‘혐오유발행위를 겪은 자’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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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인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183)

⑴ 비규범적인 맥락: 불쾌한 심리 상태 유발(disliked mental states)

(역겨움, 수치, 상처, 불안 등…)

⑵ 규범적인 맥락: 위법=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wrong=a violation of a person’s right)

그렇다면 사소한 해악에도 미치지 않는 불쾌한 마음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강제를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자유의 제한이 되지 않는가? 즉

“De minimis non curat lex"의 법언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파인버

그는 이에 대해 혐오유발행위는 이것이 극단적으로 지속되면 해악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악과는 아예 독립적인 저울로 측정되는 다른

종류의 행위라 설명한다. 이러한 행위는 해악과 마찬가지로 비형사적 수

단에 의해 통제될 수 없기에 형사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된다. 다만 형

사처벌의 경중을 비교할 때 해악이 혐오유발행위보다 훨씬 심각한 악으

로 취급되며, 순수한 혐오유발행위는 중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

는 것이다.184) 후술하겠지만 혐오유발행위는 근린방해의 원리를 차용하

여 예외적으로 그 처벌이 정당화되는 행위의 집합이며, 자유제한원리로

서 혐오유발행위의 원리가 보증하는 규율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할 것이

다.

2) 공적불법방해로서의 혐오유발행위

⑴ 근린방해(nuisance)의 개념

파인버그는 혐오유발행위를 일종의 근린방해로 설명한다. 근린방해

정하는 것이다.

183)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2 Offense to 
Others, 1-2쪽.

184) 위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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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isance)는 짜증이나 불편함 등의 개념과 관련을 맺는다. 이것은 일

상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거나 짜증나게 하여 환영되지는 않지만 해악

에 미치지는 못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근린방해에 의한 불쾌한 경험에

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합당한 불편이나 해악을 야기해야만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로부터 보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185) 근린

방해는 사적생활방해와 공적불법방해로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의 공통

점은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사적생활방해는 개인적 영

역의 소유와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며, 공적불법

방해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적인 권리의 행사에 있어 불특정한 사람

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후자는 경한 형사범죄로 취급된다. 따라서

음란한 표현, 포르노 시연, 신성모독, 전라행위, 감수성에 대한 모욕 등

은 해악은 되지 않지만 사적생활방해에는 속할 수 있다.186) 다만 이것

이 형사법의 관심사가 되려면 사적생활방해에 그치지 않고, 공공장소

에서 일반 대중에 대한 불편 요소를 발생시켜 공적불법방해로 구성되

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자유제한원리인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서 다

루는 혐오유발행위란 공적불법방해에 해당한다.187)

그러나 공동체의 영위를 위해 각 개인은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

린방해들을 참고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 혐오유발행위의 정도가

일반적 수인한도보다 더 큰 경우에만 비로소 법적 책임을 결부시킬 수

있다.188) 따라서 근린방해에 관한 법에서는 그것이 법관의 사법적 심

사이든 형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심사이든 대립하는 고려사항들을 비교

형량하는 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즉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큰 해악

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그 불편함이 심각한지 항상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185) 위의 책, 5쪽.

186) 위의 책, 6-7, 9쪽.

187) 위의 책, 10쪽; 사적생활방해에 대한 보호는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가능하다.

188) 위의 책,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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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근린방해의 비교형량검사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 대한 근린방해라는 사실은 언제나 제재를 발

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린방해의 크기가 행위의 합당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자유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한다. 그렇다면

불법행위의 법을 따르는 혐오유발행위의 원리 역시 이러한 비교형량검

사로 보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리들은 혐

오유발행위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조정하는 공리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우선 사적생활방해에 관한 법에서 형량하고 있는 고려사항들을 제시하

도록 한다.189) 즉 원고가 생활방해로 느끼는 불편함의 심각성은 피고

의 행위의 합당성이나 전체적인 공익과 형량되며, 그 심각성이 더 크

다고 판단될 때 피고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원고에 대한 생활방해의 크기: 불편함의 심각성

⒜ 간섭의 정도, 지속성, 성격

⒝ 영역의 사용에 원고가 결부시킨 사회적 가치

⒞ 어려움 없이 혐오유발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

㈁ 피고의 행위의 합당성

⒜ 궁극적 목적의 사회적 가치

⒝ 피고의 동기

⒞ 어려움 없이 원고에 대한 불편함의 초래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었는지 여부

㈂ 전체의 공익

⒜ 지역성(locality)

⒝ 원고와 피고의 영역 사용의 적절성

189) William L. Prosser, Handbook of the Law of Torts, 2d ed, West Publishing

Co., 1955, p. 390, 위의 책, 7-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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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오유발행위의 유형

파인버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혐오유발행위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설시하고 있다. 그는 붐비는 버스 안의 승객이 목격할 수 있는 공적불법

방해로서의 혐오유발행위들을 상상하는데, 이때 버스에서 내리는 것은

매우 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다.190) 다양한 종류의 불쾌한 마음상태

는 내용과 정도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속성을 지닌다: ㉠ 겪는 사람에게는 아주 적은 정도라도 불쾌하

며, ㉡ 불쾌함이 부분적으로는 서로 충돌하는 요소들 간의 긴장의 작용

이고, ㉢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역에서 일

혹은 여가를 즐길 수 없게 만드는 근린방해행위이자, ㉣ 극단적일 때에

는 개인의 시선을 강탈하고, 내면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191)

⑴ 감각에 대한 모욕

여기에는 악취, 어지러운 문양의 옷, 매우 큰 소음 등이 포함된다.

감각에 대한 모욕은 냄새, 색깔, 소리 등의 인식된 표상 등으로부터 오

는 불쾌한 경험을 가리킨다. 이때 시각보다는 후각이나 청각에 대한

혐오유발행위가 훨씬 강할 수 있다.192)

⑵ 역겨움의 유발

악취나는 승객이 방귀끼고 트림하거나, 토를 하고 토를 먹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로 말미암은 역겨움은 ⑴과 같이 단순한 감각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연관된 믿음 혹은 감정, 감수성에 대해 보다 추상

190) 버스의 예시는 위의 책, 10-13쪽.

191) 위의 책, 21-2쪽.

192) 위의 책, 14-5쪽.



- 76 -

적인 혐오를 유발하는 것이다.193)

⑶ 도덕·종교·애국적 감수성에 대한 충격 유발

관에서 시체를 꺼내 훼손하거나 예수를 조롱하는 티셔츠를 입는 것

혹은 국기를 함부로 다루는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 역시 감수성에

대한 혐오유발행위가지만 ⑵가 저위의 감정이라면 ⑶은 도덕·종교·애

국적 정서를 포함하는 고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고위의 감정은

당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규정하는 도덕 원리를 떠올려야만 비

로소 혐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194)

⑷ 부끄러움, 창피함, 불안감의 유발

주로 성적인 행위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서 나체로 활보하거나 남녀

간의 보통 성행위 외에도 아주 상스런 성교행위나 동성애자들의 자위

행위, 수간 등이 제시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성행위는 사적으로 완벽

하게 승인될 수 있는 것인데 공적으로는 왜 부끄러움과 불안을 유발하

는 ‘음란행위’로 여겨지는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나체와 성행위는 시선을 강탈하며 일반적으

로 억제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에 집중시킨다. 즉 본능적 욕구와 문화

적 금기 간의 갈등의 결과로서 성행위의 목격은 성적인 흥분과 억제의

긴장을 유발한다. 이는 곧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는데 부끄러움이란 “죄

책감, 결핍, 자신 혹은 관련자나 집단의 행동이나 지위에 대한 부적절

성 등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버스에 탄 사람은 자신

이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감적 동일화를 하면서 부끄러움과 창

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동성애나 수간은 더 큰 역겨움과

고통의 감정을 야기하는데, 이는 문화적인 강력한 금기와 이성애자 남

성 내면의 자아 이상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195)

193) 위의 책, 15-6쪽.

194) 위의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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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짜증, 지루함, 욕구불만

지루한 수다의 소리가 들리거나 지루한 대화를 거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일상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앞서 제시된

것들보다는 약하지만 시선을 완전히 집중시키고, 정도가 극단적일 때

혐오유발에 이르게 된다.196)

⑹ 공포, 분개, 치욕, 분노

다른 사람을 상해하면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낸다거나, 나치나 종교

에 대한 조롱 혹은 인종이나 성차별적 표식을 착용하는 때를 말한다.

이는 피해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공적불법방해로 느껴질 수 있다.197)

4) 소결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는 타인에 대해 불쾌한 마음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해악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는 불쾌한 마음상태, 규범적으로는 타인의 자율을 침해하는

도덕적 위법행위가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가진다. 이때 혐오유발의 피해

자가 실제로 위법하게 취급되었음을 느낄 필요는 없다. 혐오유발행위는

해악과는 아주 다른 성질의 것이며, 아주 큰 불편함이나 해악을 초래하

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적 보호를 요구한다. 따라서 해악

보다 사소하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파인버그는 혐오유발행위를 일종의 공적불법방해에 속한다고 본다. 간

단히 말하여 근린방해는 사적으로는 특정한 개인을, 공적으로는 불특정

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사적생활방해의

195) 위의 책, 17-9쪽.

196) 위의 책, 20-21쪽.

197) 위의 책,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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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공공장소

에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때 공적불법방해로서 경한 형사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있어 일정한 근린방해는 수인해야

만 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가해지는 혐오유발행위가 그 수인한도를 넘

어섰을 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근린방해의 법에서는

비교형량검사를 고안하였는데, 이때의 준칙들은 일반적으로 혐오유발행

위의 원리를 보완하는 공리들로 다시금 재편될 수 있다. 근린방해에서

비교형량되는 것은 크게는 원고에게 가해진 불편함의 심각성과 피고행위

의 합당성 및 전체의 공익이다.

파인버그는 버스 안에서 꼼짝없이 불쾌한 경험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

을 가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불쾌한 마음상태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

는지 제시한다. 그는 크게 여섯 가지를 분류한다: 감각에 대한 모욕, 저

위의 감수성에 대한 혐오유발행위(역겨움), 고위의 감수성에 대한 혐오유

발행위(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충격), 성행위의 목격으로 유발되는 부끄러

움과 불안감, 지루함, 공포·치욕·분노의 유발이 그것이다. 이들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의를 집중시켜 자신의 영역을 온전히 향유

할 수 없게 하는 공적불법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불쾌한 경험에 대한

보호나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2.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의 보완 -조정 공리들의 제시

혐오유발행위에 속하는 행위는 때로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여 일상적으

로 감수해야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비교형량검사를 통해서만

처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비교형량에의 요구가 혐오유발행위의 원

리를 조정하는 공리인 것이다. 파인버그는 사적생활방해의 법에서 사용

하는 준칙들을 원용하는데, 이에 따라 입법자는 저울 한편에는 피해자에

대한 혐오유발행위의 심각성을, 다른 한편에는 행위의 합당성을 올려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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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량하게 된다.198)

1) 혐오유발행위의 심각성(seriousness of the offense)

⑴ 혐오유발행위의 크기

혐오유발행위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그것의 크기이다.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어떤 혐오유발행위가

형사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불쾌감이 불특정의 사람들 대부

분에게 합당하게 기대되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편성의

기준(standard of universality)’이라 부른다.199) 따라서 행위로 인해 불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혐오유발행위의 정도는 높아지며 혐

오유발행위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 나아가 ㈁혐오유발행위의 실제적·

표준적 지속성도 그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200) 그러나 보편성의 기준

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면 아주 소수의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모

욕과 같이 ‘양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은’ 모욕적 표현이나 행위를 금지하

지 못하게 된다. 파인버그는 이를 또 다른 ‘자유주의적 악몽(liberal

nightmare)’이라 일컫고 있다.201) 이를 피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바

로 ㈂혐오유발행위의 강도이다. 강도는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의 수와

역비례하며, 특정 개인들과 소수집단에 대한 보편적이지 않은 모욕을

훨씬 더 심각한 혐오유발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보편성의 기준 및 혐오

유발행위의 정도를 보완하게 된다.202)

⑵ 합당한 회피가능성

가해지는 혐오유발행위를 피해자가 큰 불편 없이 회피하기가 용이할

수록, 혐오유발행위는 덜 심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합당한 회피

198) 위의 책, 25쪽.

199) 위의 책, 28쪽.

200) 위의 책, 27쪽.

201) 위의 책, 29쪽.

202) 위의 책,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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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기준’이라 부른다. 스스로 손쉽게 피할 수 있는 불쾌한 경험

에 대해서는 국가에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파인버그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책’의 경우 덮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쉽게

회피가능한 것이라 주장한다.203)

⑶ 동의 원칙

자신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행위에 의해 상해 등의 이익의 퇴보를 겪

을 수 있듯이 사람들은 스스로 동의한 행위에 의해서도 혐오유발행위

로서의 불쾌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에 의한 권리침

해행위, 즉 도덕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겪

은 혐오유발행위는 혐오유발행위로 보지 않는다.

⑷ 비정상적인 민감성

그러나 혐오유발행위의 심각성은 개인의 비정상적인 민감성에 따라

평가절하될 수 있다. 형사범죄로서 고려되는 혐오감 유발행위는 공동

체의 표준적 사람의 정서를 기준으로 삼는다. 상술하였지만 개인의 특

유한 취약함은 비형사적 수단을 통해 스스로 방어해내야만 하는 것이

다. 특히 어떤 해롭지 않은 부도덕한 행위가 타인의 사적공간에서 벌

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불쾌하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민감

성 때문이므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204) 만약 이것이 심각한 정

신적 고충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고충은 비정상적인 민감성 때

문이므로 금지될 수 없다.205)

203) 위의 책, 32쪽.

204) 이를 “맨 지식(bare knowledge)”의 문제라 하며 바로 다음 3.에서 자세히 다룬

다.

205) 위의 책,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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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오유발행위의 합당성(reasonableness of the offense)206)

⑴ 개인적 중요성(personal importance)

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혐오유발행위자에게는 생계나

건강, 지식, 여가 등 그의 개인적·사회적 삶에 중심적인 것들일 수 있

다. 본인에게 가치로운 행위라면, 굳이 다른 대안을 찾는 일 또한 불편

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자멸적(self-defeating)이거나 그에

대한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는 개인적 중요성의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다.207)

⑵ 사회적 가치 및 표현의 자유

혐오유발행위는 사회적 중요성이 있을 때 합당성을 획득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매우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미국 법에서는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경우 보통 혐오유발

행위의 정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 필수적인 사회적 가치와 형량될 수

없다. 물론 의사의 표현도 그 내용이나 방식에 의해 충분히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으나, 개인적 중요성과 사회적 유용성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에 절대적인 면책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힘들다.208)

⑶ 대안의 가능성

행위자에게 똑같이 만족을 주면서도 혐오를 유발하지 않는 대안이

가능한 지 정도에 따라 합당성이 결정된다. 만약에 행위자가 큰 불편

함 없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보통 사적인 장소와 시간에― 행위를

함으로써 혐오유발행위의 야기를 회피할 수 있다면 혐오유발행위는 합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같은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수

행하는 것과 사적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209) 예를

206) 이것은 ‘혐오유발행위를 느끼는 것의 합당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혐오유

발행위를 느끼는 합당성은 혐오유발행위의 정도 기준에 포함된다; 위의 책, 35쪽.

207) 위의 책, 37쪽.

208) 위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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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사적인 공간에서도 당연히 나체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나체’

가 되는 것의 의미의 핵심이 없어질 것이다. 만약 전라행위의 목적이

시원하고자 하거나 햇볕에 태우려는 것이라면 타인에게 혐오를 유발하

는 그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는 가능한 대안이 없어 일정한 ‘합

당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전라행위의 목적이 전체로 보아 타인의

혐오감을 유발하는 데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즉 가능한 대안의 존재

여부는 행위가 지니는 의미의 핵심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다.210)

⑷ 악의(malice and spite)

행위의 전체적 동기가 악의라면 당연하게도 합당성을 결격한다. 그

러나 실제로 악의와 합당한 다른 동기들을 구별해내기는 힘들다. 상상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과 단순한 악의적 모욕 정

도의 구별인데, 전자를 ‘양심적인(conscientious)’ 혐오유발행위라 한

다.211) 이때에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행위의 합당성

편으로 추를 완전히 기울게 하는 것이다.212)

⑸ 지역성(nature of the locality)

타인에게 정서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제한된 구역에서 일어난다

면 합당하게 보일 수 있다. 대부분의 큰 도시는 이러한 일종의 자유구

역(free zone)을 관용해오고 있으며 입법부는 법원이 혐오유발행위의

합당성을 판단할 시에 이러한 지역성(neighborhood)의 성격을 판단하

는데 있어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213)

209) David A. Conway, "Law, Liberty and Indecency," Philosophy 49, 1974,
139-140쪽, 위의 책, 40쪽에서 재인용.

210) 위의 책, 40쪽.

211) Donald VanDeVeer, "Coercive Restraint of Offensive Action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8, 1979, 186쪽.

212) Joel Feinberg, 앞책(주 182), 41-2쪽.

213) 위의 책, 42-3쪽.



- 83 -

3) 소결

형사법은 타인에게 불쾌한 마음상태를 유발하는 행위도 공공연하게 수

행된다면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주의 안에서도 도덕적

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들은 개인적 가치나 사

회적 유용성 등으로 인해 일정하게 관용되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혐오

유발행위를 형사범죄화하는 것은 언제나 그 행위의 심각성과 합당성을

비교형량한 연후에 가능하다. 파인버그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자유

제한원리로서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를 입법정책에 적용하려면, 비교형량

검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비교형량에 쓰이는 기준들은

사적생활방해론에서 차용된다. 이 기준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혐오유발행위의 심각성

(Seriousness of Offense)

⑴ 혐오유발행위의 크기

㈀ 정도

㈁ 지속성

㈂ 강도

⑵ 합당한 회피가능성

⑶ 동의 원칙

⑷ 비정상적인 민감성

⇔

행위의 합당성

(Reasonableness of Conduct)

⑴ 개인적 중요성

⑵ 사회적 가치 및 표현의 자

유

⑶ 대안의 가능성

⑷ 악의

⑸ 지역성

[표 7] 공적불법방해로서 혐오유발행위와 비교형량검사

입법부가 ‘어려운 문제’에 있어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할 때에 수학공식

에 의한 해답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입법이나 사법적 결정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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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적용가능한 원리들이 적절한 기준으로서 고려되었다면, 현명하지는

않지만 정당한(legitimate) 것이 된다. 파인버그는 [표 7]의 비교형량검사

를 많은 성문법 상 형사법령들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덧붙인다.214) 그

중에서도 그는 개인적인 포르노 감상을 형사범죄화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데, 이는 4.에서 다루도록 한다.

3.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를 약화시키는 문제들 -심대한 혐오유

발행위(profound offense)의 문제

해악의 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 포섭되지는 않

으나 그 처벌이 논의되는 사안들이 존재한다. 파인버그는 이를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의 문제라 부른다. 즉 심대한 혐오유발행위는 공적불법방해

의 비교형량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나 이를 형사범죄화하길 요구하

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의 의미를 구체

화하고 자유주의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한다. 파인버그는 이에 해

당하는 몇 가지 사례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스코키 마을에서의 나치 행진” 사건만을 언급하겠다.

1)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의 개념

일반적 공적불법방해에 대해서는 그것을 회피하기가 어렵고 비교형량

검사를 거쳐 정당화되지 않을 때만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심대한 혐오유발행위는 그것이 근린방해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 가치를

표상하기 때문에 목격되지 않을 때도, 즉 회피가능할 때에도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종교·인종·인간성 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심대한 혐오

214) 위의 책,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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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에서 제안하는 근린방해 모형

에 의해서는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 파인버그의 요지이다.215)

단순한 혐오유발적 불법방해216)와의 비교를 통해 심대한 혐오유발행위

의 특성을 더욱 명료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 혐오유발적 불법방해

는 감각과 저위의 감수성을 사소하게 건드리는데 반해 심대한 혐오유발

행위는 고위의 감수성을 말 그대로 깊고 심대하게 파고든다. 단순한 공

적불법방해는 직접적 지각을 통해 개인의 목격자가 당하는 위법행위이므

로 불쾌함을 야기한 사람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심대한 혐오유발행위는 직접 지각하지 않아도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사적으로 행해진다는 생각만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

은 오직 스스로의 열정적인 상상력에만 가능한 것이다.217) 즉 심대한 혐

오유발행위는 특정한 개인과 상관없는 것으로, 피해자는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 불법방해의 감정이 강해질수록 특정 개인과 상관

없는 충격과 분노는 필연적으로 약해지며, 전체 경험은 심대한 성격을

잃게 된다.218) 이를 요약하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15) 위의 책, 59쪽.

216) 공적불법방해를 가리킨다. 이하에서 ‘불법방해’는 모두 공적불법방해를 지칭함.

217) 위의 책, 58-9쪽.

218) 위의 책,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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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혐오유발적

불법방해
심대한 혐오유발행위

감각 혹은 저위의 감수성
혐오유발행위의

대상

고위의 감수성

(소중히 여기는 가치)

사소함
혐오유발행위의

정도
심각함

없음 회피가능성 있음

반드시 필요함 직접적 지각
지각 없이 생각만 있어도

가능

가능
개인적 비난

(피해자)
불가능

[표 8] 단순한 혐오유발적 불법방해와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의 비교

2) “맨 지식(bare knowledge)”의 문제

심대한 혐오유발행위는 구체적으로 “맨 지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이 사적으로 혹은 목격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는 단순한 맨 지식만으로 그러한 행위로부터의 보

호를 요구할 수 있는가? 파인버그의 자유주의 기획에서는 심대한 혐오유

발행위를 공적불법방해로서의 혐오유발행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혐

오유발적 불법방해는 회피가능성이 없고 반드시 직접적으로 목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대한 혐오유발행위는 그에 의해 처벌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

어야한다.219)

⑴ 맨 지식의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의 입장

맨 지식은 혐오유발행위가 목격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짐을 아는

219) 위의 책, 61-95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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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즉 사적으로 혐오유발행위를 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 들킨 경우

와 혐오유발행위가 합법적으로 어딘가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아는 것,

사적으로 혐오유발행위를 들키지 않고 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후자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지나친 자유에의 간

섭이 되는 것인데,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적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인버그의 비

교형량검사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매우 강력한 가치를 지니므로 전

자 역시 형사범죄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220)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맨 지식에 의해 얼마나 심오하게 불쾌해

질 수 있는지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무해한 목격되지 않은 사적 행위

를 처벌하는 것을 반대해왔다.221) 하트 역시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에

대한 처벌과 양립할 수 있는 자유는 오직 ‘누구도 심각하게 반대하지

않는 행위를 할 자유’뿐인데 이러한 자유는 무가치한 것이라 주장한

다.222)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단순히 타인이 싫어하기만 하면 그 행위

는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목

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에 국한하여 파

인버그 식의 비교형량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된다. 즉 행동의 자

유와 맨 지식으로 인한 고통의 방지를 비교형량해보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주의자들은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에 대해 단순한 공적불법방해에서

사용하는 비교형량검사를 대입하려 시도할 수 있다.223) 그러나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 의하면 불쾌한 마음 상태

를 야기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이루어

질 때만 처벌이 고려된다. 그러나 목격하지 않은 행위로부터 혐오유발

행위를 받는 것은 반드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다.224) 즉 심오

220) 위의 책, 61-2쪽.

221) 위의 책, 63쪽.

222) H.L.A. Hart, 앞책(주 16), 46-7쪽.

223) 위의 책, 64쪽.

224) 위의 책,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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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혐오감을 겪은 상태는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위법한 혐오유발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225)

그렇다면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파인버그는 어떤 맨 지식으로 큰 도덕적 충

격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아닌 그의 도덕적 원리 혹은 그

가 도덕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상징과 관련된 모욕을 경험하는데, 그

렇다면 권리의 침해에 대해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까지 강제를 정

당화하려면 법도덕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226) 그러나 그의

자유주의에서 법도덕주의는 다른 도덕적 직관들과 부합하지 않아 단호

하게 배척되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맨 지식에 의한 심대한 혐오유발행

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적으로 무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

는 논변은 자유주의자에게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⑵ 예외적 처벌의 사례 -혐오유발적 불법방해 및 공적 해악으로서의

심대한 혐오유발행위

그러나 자유주의에서도 목격되지 않은 혐오유발행위에 대한 보호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때로는 맨 지식에 의한 혐오유발행위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길 수 있는 것이다. 파인버그는 일례로 미망인이 남편 시체가 훼손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를 제시한다. 이때 미망인이 느끼는 분노는

도덕적 감수성이 모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체가 바로 그녀의 남편

이기 때문에 비롯된다. 즉 그러한 비보만으로 불쾌함을 경험하는 사람

들은 많을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미망인에 대한 혐오유발행위는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인버그는 이때의 권리

침해는 형사법보다 비형사적인 수단에 의해 경제적으로 더 잘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227)

225) 위의 책, 68쪽.

226) 위의 책,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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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도 있게 고려되는 예외상황은 맨 지식의 혐오유발행위자가

사적인 행위를 숨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에게

심대한 혐오유발행위가 되는 사적 행위를 지나치게 전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파인버그도 간섭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28) 예를 들

어 인육 먹기 행위에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신문에 알리거나, 도시 전

체에 활자 혹은 그림간판으로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자발적인 욕

구에 의해 사적으로 인육을 먹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를 전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도덕적 판단으로

매우 불쾌하다고 느끼는― 타인을 초대하려 한다면 충분히 공적불법방

해로서의 성질을 지니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비교형량검사를 통과하여

공적불법방해로 인정되려면 혐오유발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압도해야

할 것이다. 파인버그는 실제의 형량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

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눈에 잘 띄는 시각적 혐오유발행위의 경우 주

의를 쉽게 집중시키고 회피가 어렵기 때문에 공적불법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활자일 경우 이것이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도시의

공공환경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이 추가되어야한다. 따라서 공적 해

악을 야기한다는 논리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도시 전

체에서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면 혐오감을 겪지 않을 권리보다

더 근본적인 혐오유발행위자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한다([표 9]

).229)

심대한

혐오유발행위

(맨 지식에 의함)

목격되지 않을 때

(사적으로 수행)
허용

쉽게 목격될 때

(공적으로 수행)

시각적 ð 공적불법방해

활자 등 ð 공적 해악

[표 9]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에 대한 자유주의의 입장(종합)

227) 위의 책, 69쪽.

228) 위의 책, 70쪽.

229) 위의 책,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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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스코키(skokie) 마을에서의 나치 행진” 사건

파인버그는 맨 지식의 문제가 나타난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스코

키 마을에서의 나치 행진’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끔찍한 인종차별과

대량학살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매우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아주 드물게 순수하게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230) 1977년

미국의 신나치주의자 집단은 주민의 60% 이상이 유태인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주의 스코키 마을 한 공원에서 나치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

고 행진하는 일을 계획하였다. 주민들은 분노하여 이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졌으나 주 대법원에서 파기되었

다.231) 파인버그는 이러한 행진은 헌법적으로 존중되는 가치를 전혀

230) 위의 책, 86쪽.

231) 스코키 사건이라 함은, 1977 스코키 마을에서 국가사회당(National Socialist

Party of America, NSPA)이라 칭하는 신나치단체가 “백인의 표현의 자유”의 보

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대한 계획을 표명하였고, 이에 마을은 시위금지 명령을 요

구하는 청원을 주 순회법원에 제기한 사건이다. 주 순회법원은 나치상징의 게양

과 더불어 군복 착용 후 시위, 유태계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물의 배포와 게양

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마을은 시위 저지를 위해 다음 세 개의 조

례를 제정하였는데 첫째로, 조례 제994조에서는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시위와 집

회를 허가제로 하고 손해 보상을 위한 고액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둘째로,

조례 제995조에서는 인종ㆍ종교적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물을 그러한 증오 선동

의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셋째로 조례 제996조에서는 정당의 당원에

의한 군복 착용 시위를 금지했다. 이후 나치 시위자들은 조례 제994에 따라 대규

모 시위 신청을 실시한 후, 시위 금지 명령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주 법

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이 세 개의 조례의 위헌성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대

법원에 제기했다.

시위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주 법원과 대법원 모두 기각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되는 권리의 박탈을 행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속한 재심을 포함한 엄격한 절차상의 방어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하며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주 항소법원은 “나치마크 게양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호가 유대인의 생활공간에 의도적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폭력적인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인종이나 종교적 증오의 모멸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했

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나치마크가 “엄격화 된 도발적 언사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언론”이라고 판단한 다음, “청중의

폭력반응이 야기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사전억제는 허용되지 않기에, 금지명령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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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으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양 법원의 결정을 모

두 비판하며 자신의 자유주의 기획에 부합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

다.232)

그는 신나치주의자들의 목적이 역만자의 상징(卐)을 통하여 유태인

의 감수성을 악의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모욕하고 간접적으로 위

협하려는 것 외에 어떠한 정치적인 ‘표현’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석한

다.233) 따라서 대법원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가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정치적 표현이라 한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

이다.234) 그렇다면 나치가 유태인 주민들에게 행한 극단적 모욕행위는

우리의 비교형량검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생긴다. 즉 유태인 주민들은

소수집단으로서 높은 강도의 혐오를 경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위가 일회적이고 사전에 공지되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쉽게 회피

가 가능하였고, 스코키의 주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유태인들의 권리

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 강하고 심대한 혐오유발성

에도 불구하고 이를 맨 지식에 의한, 목격되지 않은 혐오유발행위로

볼 수 있다.235)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문제를 피하면서 스코키 행진을 효과적

으로 금지하기 위해 나치의 침묵시위가 필히 그들에 대한 폭력적 대응

을 유발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도 이를

근거에 있어 일부 인정하기도 했는데, 하켄크로이츠 같이 특수한 상징

들을 전시하는 행위는 상식적인 본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폭력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236)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지나친

례경향”, 《강원법학》 제41권, 2014.2., 478-9쪽; 주 항소법원 판결은 Skokie v.

National Socialist Party, 51 Ill. App. 3d 279; 주 대법원 판결은 Skokie v.

National Socialist Party, 69 Ill. 2d 605;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National Socialist

Party v. Skokie, 432 U.S. 43, 44 (1977)

232) Joel Feinberg, 앞책(주 182), 86쪽 이하.

233) 위의 책, 86쪽.

234) 위의 책, 87쪽.

235) 위의 책, 88쪽.

236) 위의 책,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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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섭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자유주의 형법관의 핵심인 해악의 원

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파인버그는 민주주의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란 혐오스러운 표현에 대한 폭력적 반응을 억제하는 충분한 자

기통제를 가진 것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나치상징이

금지된다면 이는 그것의 전시에 대한 대응으로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폭력의 방지가 아니라, 그러한 상징적 모욕은 허가하고 그에 대한 폭

력적 대응은 금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부과된 관용할 수 없는 좌절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237) 그렇다면 핵심 쟁점은 나치추종자들이 상

징을 공연하게 전시할 권리와 혐오감을 겪지 않을 권리의 형량 문제가

된다. 일리노이 항소법원 또한 이것이 쟁점이란 점에 동의하며, 금지의

근거는 분노한 시민에 의해 야기되는 폭력적 해악을 방지가 아니라 대

량학살을 상기시키게 하는 유태인 구성원 각각에 대한 개인적 모욕 즉

공적불법방해를 막기 위함이라 하였다.238)

그렇다면 비교형량검사에서 스코키 마을의 나치 행진은 공적불법방

해로 판정되는가? 파인버그는 이를 긍정한다. 이러한 혐오유발행위는

정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에게 강하고, 심오하고, 광범위한 혐오유

발행위가 되며 실질적으로 쉽게 회피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높은 결

속력을 지닌 작은 공동체에 온통 소문이 난 나치 행진의 목격을 실제

로 피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의 합당성의 무게는 순

수한 모욕의 ‘방식’을 취하는 표현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진정한 정

치적인 논쟁보다 훨씬 적고, 모욕행위가 분명히 악의에 의해 이루어졌

다는 관점에서 더욱 가벼워진다. 결론적으로 이는 스코키의 주민 개인

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혐오유발행위’에 해당한다.239) 만약

이 신나치주의자들이 이 행진에 숨은 의미인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공론화하려는 노력을 더 보였다면 대법원의 입장처럼 ‘혐오유발행위의

237) 위의 책, 91-2쪽.

238) 위의 책, 90쪽.

239) 위의 책,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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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성’ 쪽으로 추가 기울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상징적-모욕에 대한 금지에 찬

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파기의 근거로 또한

제시한 ‘선-긋기 어려움의 논변’ 혹은 ‘도미노 논변’과 관련된다.240) 즉

여타의 혐오스러운 상징들로부터 나치상징을 특수하게 구별하는 기준

을 찾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인 규칙은 더더욱 제시되기 힘들다는 것이

다. 이것이 악용되면 각 법원은 자의적으로 혹은 정치적 선호에 따라

무해한 상징들을 금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할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파인버그는 나치의 스와스

티카는 실제 역사적 잔학행위를 정교하게 연상시키기 때문에 ‘독특한

혐오성’을 지니는 것이며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답

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논변은 논리가 아니라 실제 적용과 관련하

여 힘을 갖는 것일 뿐이라 반론하며 논의를 종결한다.241)

3) 소결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는 비교형량검사를 통하여 조정된다. 그러나 애초

에 이러한 비교형량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요구

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파인버그는 이러한 유형의 행위를 심대한 혐오

유발행위라고 부르고 있다. 즉 피해자 내면의 깊은 감수성이나 도덕적

240) 위의 책, 92쪽.

241) 위의 책, 93쪽; 그러나 파인버그의 비판과 달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우세하다고 한다. Wellington은 대량학살 옹호에 대해서는

‘명백ㆍ현존하는 위험’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규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 “국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을 믿어 버리는 이유에 따라 옹호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Harry H. Wellington, “On Freedom of

Expression”, 88 YALE L J 1105, 1979), Bollinger는 “관용”의 관점에서 신 나치

단체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Lee C. Bollinger, “The Skokie Legace :

Reflectionson an “Ease Case” and Free Speech Theory”, 80 MICH . L. REV.
617, 1982, 626-33쪽). 모두 박용숙, 앞글(각주 231), 482쪽에서 재인용; 필자 역시

이 대목에서 파인버그의 유태계적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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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심각하게 건드리는 것은 감각 등에 대한 사소한 자극인 일반적

혐오유발적 불법방해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할 때에

도’ 처벌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피가능성을 혐오유발행위의 합당성

의 조건으로 두고 있는 비교형량검사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적으로 어떤 불쾌한 행위가 수행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단

순히 알기만 하는 것을 ‘맨 지식’이라 부르는데 이는 권리의 침해를 구성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위법행위의 조건도 결격한다. 따라서 이러한

심대한 혐오유발행위는 근린방해 모델에 의해서 처벌될 수 없으며, 궁극

적으로 자유주의 안에서 처벌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유주의 안에서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의 처벌이 인정되는 때가 있다. 먼

저 그 혐오유발행위가 날카롭게 개인을 향하여 권리의 침해가 인정될 때

그러하다. 또한 사적으로 수행되는 혐오유발행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오

히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광고하려 한다면, 이를 목격하게 되는 시민에

게 회피불가능한 공적불법방해가 되거나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치는 공

적 해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전자는 비교형량검사 상의 표현의 자유를

압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파인버그는 이러한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의 구체적인 예로 “스코키 마

을에서의 나치 행진” 사건을 들고 있다. 그는 나치상징을 통해 스코키의

유태인 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감수성에 대해 강도가 높

은 혐오유발행위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불행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상기

시키면서 각 개인을 향하는 것이라 한다. 이때 신나치주의자들의 행진에

는 유태인들의 감수성을 찢어놓는 것 외에 어떠한 정치적인 연설의 목적

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이라 할 수

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형량검사를 해본다면 공적불법방해로서 자

유주의 내에서도 그 처벌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생각건대 이는 이른바 ‘증오연설(hate speech)’에 대한 파인버그의 기

본적인 태도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그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오직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만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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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형량검사에 의해 아예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목격 여부, 즉 합당한 회피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가치가 핵심적으로 관련되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아주

드물게 특정 집단을 직접적 표적으로 삼는 순수한 모욕행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증오연설은 피해자가 특정되더라도, 그 회피가능성과 표현적

가치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하겠다.242)

4. 음란성(Obscenity)의 문제

파인버그는 혐오유발행위의 대표 유형으로서 음란성의 문제를 제시하

고 있다. 그의 핵심주장은 음란물의 제작이건, 음란 단어의 사용이건 간

에 혐오유발성의 정도가 높은 행위는 일단 근린방해 모형을 통해 판단하

자는 것이다. 즉 비교형량검사를 통해 그 처벌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보통 표현의 자유 가치를 압도하지 못하여 보통 무죄가 된

다. 그는 구체적으로 혐오유발행위로서의 음란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크

게 포르노그라피(이하 “포르노”)와 음란 단어의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

제를 다룬다. 이하에서는 포르노의 문제만 다루기로 하는데, 논지를 벗어

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인 미 연방대법원 해석기준의 변천사가 아닌 공

적불법방해로서의 포르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1) 음란성의 개념

음란한 표현이나 행위는 보는 이에게 유혹적으로 느껴지는 동시에 혐

오감, 충격, 역겨움을 생산하는 혐오유발행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 파인버그는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

으켜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 풀어쓰자면 평균적 사람에게 역겨움

242) Joel Feinberg, 앞책(주 182), 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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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고 주장하고 화자 또한 혐오유발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역겨움이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 승인함을 가리킨다고 한다.243)

‘음란하다’의 서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그 자

체로 역한 반응을 유발하는 자연, 둘째로 극단적으로 저속하고 음탕하며

도덕적 표준에 대한 침해가 되는 사람이나 행위, 셋째로 첫째와 둘째에

대한 노골적인 기술 및 표현이다. 이러한 음란성이 회피불가능하여 혐오

유발행위가 되는 방식 역시 세 가지인데, 감각에 대한 직접적 혐오유발

행위, 저위의 감수성에 대한 혐오유발행위, 고위의 감수성에 대한 혐오유

발행위가 그것이다. 일명 “더러운 말(dirty words)”이나 제스처에 의한

모욕은 감각이나 저위의 감수성에 대한 혐오유발행위가 될 것이며, 인간

에 대한 파괴나 변태 등의 금기시되는 성행위의 전시 혹은 관음과 같이

타인의 ‘음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도덕한 반응이 고차적 감수성에

충격을 주는 혐오유발행위가 될 수 있다.244) 파인버그는 회피불가능한

포르노 전시(display)에 대한 처벌 문제를 다루면서 후자의 혐오유발성을

논한다.

2) 포르노의 문제

⑴ 포르노와 예술작품의 구별 -공적불법방해로서의 포르노

파인버그는 미 연방대법원이 ‘음란’을 곧 ‘포르노’와 동일시되는 개념

으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245): “음란이란 오직 극적인 소재와

전시들이 구두로 혹은 시각적으로 에로틱한(erotic) 자극의 효율적 수

단으로 고안되었을 때를 지칭한다.”246) 그러나 음란의 일반적 용례에는

단순한 욕설도 포함되므로 항상 에로틱한 것만이 음란한 것은 아니다.

243) 위의 책, 124쪽.

244) 위의 책, 125쪽.

245) 본문에서는 ‘obscene’과 ‘pornographic’을 비교하고 있다. 이는 우리말로 바꾸면

‘음란의, 음란하다’와 ‘포르노의, 포르노이다’라는 형용사·형용사 술어를 대비시키

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매끄러운 논의를 위해 ‘음란’과 ‘포르노’를 비교하는 것으

로 바꾸어 사용한다.

246) 위의 책,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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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 흥분을 선동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감상자에게 강한 혐오감

을 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엇이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

이 역겹거나 충격적으로 저속하다고 비난하려는 목적인데 반해, 무엇

이 ‘포르노’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것이 독자나 관찰자에게 전적으로 성

적 흥분을 야기하기 위해 고안된 성적으로 명시적인 글과 그림임을 순

수하게 기술적으로 언급하려는 것이다. 즉 음란과 포르노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만약 포르노가 음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용어의 정의

가 아닌 다른 어떤 표준에 의할 때 그러한 것인데 파인버그는 이 기준

을 상술한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의 비교형량검사로 제시하고 있다.247)

그렇다면 포르노는 먼저 예술작품과 구별되어야 한다. 포르노는 일

반적인 문학이나 극작품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데 후자의 경우 높은 사

회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이

다.248) 즉 포르노가 예술작품이 된다면 비교형량검사에 의해 혐오유발

행위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의도되는 “음란=혐오유발행위=포르

노”의 공식은 수립되지 않는 것이다. 포르노, 특히 ‘경성 포르노

(hardcore pornography)’는 섹스의 갈망을 ‘사회적 방식’을 통해 달성할

것을 유도하지 않는다. 이때의 표현은 성교행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일탈적이거나 완전히 판타지적인 성격을 가지며 종종 물리적 가능성의

한계를 넘곤 하는 것인데, 이 의미에서 포르노는 섹스파트너의 대체인

것이다. 즉 교훈적 문학작품의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

를 들어 말했듯이 정서를 야기하고 이러한 정서를 예술적 경험의 부분

으로서 해소시키는 것인데, 포르노는 실제 사람의 (자위)행위 속에서

자극의 해소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49) 또한 포르노는 표면상

변주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사디즘, 배설의 촌극, 여성의 민감성 또는

247) 위의 책, 127쪽.

248) 위의 책, 129쪽.

249) Anthony Burgess, "What is Pornography?", Douglas A. Hughes, ed.,

Perspectives on Pornography, St. Martin's Press, 1970, 5쪽, 위의 책, 130-31쪽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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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의 기술에 대한 진부한 판타지의 매우 관행화된 공식을 따르기 때

문에 문학작품과 분명히 대조된다.250) 물론 경성 포르노도 문학적으로

쓰일 수 있겠으나 전화번호부나 사전이 예술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예술작품이라 할 수는 없듯이, 포르노는 포르노일 뿐이다.251)252)

따라서 진지한 예술적 시도는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공익을

증진하는 한에서 여기서 일부 나타날 수 있는 혐오유발성은 상쇄된다.

반면 포르노는 진지한 예술적 의도와 연관되지 않는 한 사회적 효용성

이 적고 따라서 자유주의자도 ―표현의 자유 가치를 양보하여― 혐오

유발행위의 원리에 의해 그것의 금지를 허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혐오유발행위의 합당성 혹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러한 고려는 일단 혐오유발행위의 심각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253) 즉 상술하였듯이 혐오유발행위의 심각성은 전

형적 사례에서의 혐오유발행위의 크기, 회피가능성, 자발성 여부, 민감

도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포르노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은

많은 경우에 감상자를 중하고 지속적이며 보편적으로 혐오유발행위하

지 않으며 어려움 없이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혐오유발행위의 심각성

을 충족하지 않고, 따라서 비교형량의 저울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 특

히 그 관객이 오로지 자발적인 개인 감상자라면 애초에 그것이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예술작품인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

조차 없다. 무해하면서 특정한 환경에서 혐오유발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대상이나 행위를 형사처벌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 금지

하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254) 즉 포르노가 언

250) George Steiner, "Night Words: High Pornography and Human Privacy," 위의

책, 47쪽, Joel Feinberg, 앞책(주 182), 131-2쪽에서 재인용.

251) Joel Feinberg, 앞책(주 182), 134쪽.

252) 파인버그는 그러나 포르노와 회화예술의 문제는 예외적이라 덧붙인다. 길고 복

잡한 문학작품은 전체가 다 순수하게 포르노적인 부분을 싣거나, 예술과 포르노

를 함께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작품은 동시에 그리고 전체로서 회화이면

서 순수한 포르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책, 135쪽.

253) 위의 책, 137쪽.

254) 위의 책, 1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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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음란성에 기인하는 혐오유발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그것

이 공적불법방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한 경우에 그 합당성과 형량

되어 처벌이 결정될 뿐이다.255)

⑵ 포르노 금지와 해악의 원리

그러나 포르노를 단순히 공적불법방해의 일부 사례로서가 아니라 생

산 및 유포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요구는 여성주의자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256) 그 노력의 첫 번째 시도가 해악의

원리에 의한 정당화이다. 여성주의자들은 포르노가 여성을 비하하고,

학대하며, 그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잔인한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

성혐오의 토양환경을 배양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포르노는 여성집

단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이 되기 때문에 해악의 원리에 의해 금지되어야한다는 것이다.257)

그러나 집단 명예훼손을 특히 형사법에서 인정하는 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258) 일단 하나의 작품이 전체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

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어떤 포르노가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

이 모욕당했기 때문이지 실추된 명예 때문은 아니다. 파인버그는 만약

여성이 포르노에 의해 해악을 당한다면, 이 해악은 ‘명예의 이익

(interest in reputation)’보다는 더 직접적인 유형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259)

또한 포르노의 시청과 여성에 대한 잔인한 성범죄와의 인과관계 역

255) 위의 책, 142쪽.

256) 미성년자가 포르노를 감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본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 이는 ‘청소년의 타락의 방지’라는 이견이 없는 국가이익에 대한 보호로 별도

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포르노를 감상하려는 행위의 ‘자발성’에도

의심을 품을 수 있다.

257) 위의 책, 143, 147쪽.

258) 위의 책, 147쪽.

259) 위의 책,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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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분명하다. 모방적 해악을 논하며 살펴보았듯이 포르노의 제작과

개인의 특수한 범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수립한다면 이는 범죄를

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신문기사에까지 확대될 것이며 사회

의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크게 침해될 것이다.260) 만약 포르노로 범죄

가 조장된다고 하려면 해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각할 뿐

아니라 오직 포르노를 본 경우에만 일어나야 하며, 해악은 당해 표현

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이 해악을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야만 한다.261) 그러나 포르노

는 그 수위와 상관없이 이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파인

버그는 강간의 발생에는 오히려 극단적인 마초의 기질이 더 진지한 영

향을 미치며 폭력적 포르노는 이러한 문화의 원인이 아닌 한 증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262) 즉 포르노의 기능은 이미 사회 속에 깊게 뿌

리내린 남근숭배 가치들에 영합하는 것이므로, 포르노를 읽는 남근숭

배자들이 강간을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이 포르노를 읽었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혐오의 가치관

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애당초 마초의 선기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혐

오스러운 포르노에 자주 노출될 일도 없다. 기껏해야, 폭력적 포르노는

실제 폭력행위에 대해 적은 파급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

다.263) 설사 그 일부가 강간 등의 범죄와 강력한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일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보장이 없

는 한 ―해악의 원리의 맥락에서는― 포르노의 생산 및 유포는 원천적

으로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포르노의 원천적 금지를

해악의 원리에 의해 도모하는 논리는 실패한다.264)

260) 위의 책, 149쪽.

261) Fred R. Berger, "Pornography, Feminism, and Censorship,"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17쪽, 위의 책, 149쪽에서 재인용.

262) 위의 책, 150-51쪽.

263) 위의 책, 152쪽.

264) 위의 책,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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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포르노 금지와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의 방지

포르노를 단순한 혐오유발적 불법방해로 본다면 그것이 원치 않게

목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애초에 처벌을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여

성주의자들은 노골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의 포르노

는 그것의 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맨 지식’을 갖고 있는 사

람의 도덕적 감수성에 대해 아주 심오한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다(“심대한 혐오유발행위 이론”). 이들은 특히 인종차별적 문학과 영화

에 빗대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다.265) 상술한 우리의 논의를 바탕으

로 한다면 심대한 혐오유발행위는 그것이 특정한 개인의 권리침해로서

위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그 혐오유발행위의 심각성이 사회적 가치로서

의 표현의 자유를 압도할 때 혹은 도시 환경을 바꾸는 공적 해악이 될

수 있을 때만 자유주의 안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인종차별과 포르노 사례에서 맨 지식에 의한 혐오유발행위는 거의

동등하게 심오한 방식으로 도덕적 감수성을 건드린다.266) 그러나 이것

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개인 혹은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날카로운 모

욕이 되지는 않는다. 인종차별주의자와 포르노 영화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큰 집단을 모욕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이 희석되는 것이다. 때

때로 인종차별영화가 포르노 영화보다 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

욕일 수는 있는데, 스코키 마을의 유태인처럼 그들의 표적집단이 훨씬

더 작으며 역사적으로 노예제 및 잔혹한 억압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267) 아주 드물게라도 여성들이 그들이 보지 못한 포르노로부

터 위법하게 취급되었음이 성립되는 경우, 또한 그것이 합당하게 회피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서 요구하는 비교형량검

사의 저울 위에 포르노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에로틱한 경험이 갖

는 사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성, 악의성의 결여 등을 압도한다는 보장

265) 위의 책, 158쪽.

266) 위의 책, 159쪽.

267) 위의 책,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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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다. 즉 포르노를 목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자유주의 안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268)

⑷ 미 연방대법원 해석의 문제점

미 연방대법원은 일단 음란을 곧 포르노와 동일시하며, 그들이 정립

해 온 비교형량공식에 의한 심사 후에 그 처벌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 기준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 “Roth-Memoirs 기준” (1957, 1966∼)

미 연방대법원이 사용하는 음란성 판단 기준의 원천이 된 것은

“Roth 기준”이다. 이후 Roth 기준을 수정하여 사용되던 것을

“Roth-Memoirs 기준”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핵심요소는

“전체로 보았을 때의 지배적 주제(호색적 흥미에 대한 호소)”, “평균

인”, “그 시대의 공동체 기준들”의 세 가지이다.269)

① 표현물의 지배적인 주제가 전체로 보았을 때 평균인의 성에 대

한 호색적 흥미를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그 묘사가 성적 표현물에 관계된 동 시대의 공동체의 기준들에

위반하여 명백히 불쾌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③ 그 속에서 음란한 요소가 발견되기 전까지 찾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어야 한다.

㈁ “Miller 기준” (∼현재)

현재까지 연방대법원이 사용하는 공식이다. “공동체의 기준”을 “각

주와 지역 공동체의 기준”으로 더 좁게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포르노

268) 위의 책, 161, 163쪽.

269) 신평, “헌법적 음란의 개념”, 《헌법학의 과제: 김효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2011, 10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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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도입하였다.

① 평균인이 동시대 지역 공동체 기준을 적용하여 그 표현물을 전

체적으로 평가한 끝에 호색적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라 인정한다.

② 그 표현물이 명백히 불쾌한 느낌을 주는 방법으로, 해당주법에

의해 특정하게 정의된 성행위를 묘사한다.

③ 문제된 표현물이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 가

치를 결여한다.270)

④ 아동포르노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교, 수간, 자위

행위와 같은 성적으로 외설적인 행위에 연루된 영상 그리고 성기의

노골적 노출을 나타내는 영상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앞선 세 가지 기

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271)

그러나 이러한 공식은 상술한 파인버그의 설명과는 상당히 상충되

는 것이다. 그는 브렌난 대법관의 수정된 견해를 들어 대법원의 공식

이 자유주의와 조화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Roth 기준” 등

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성인의 읽기 및 보기 습관까지 규제할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악의 원리로는 정당화할 수 없다. 결국 이를

위한 궁극적인 호소는 도덕적 후견주의나 법도덕주의272)의 원리를 향

하는데, 즉 포르노의 사적인 시청이 개인의 인간성이나 성 도덕관념에

해를 미칠 수 있다거나 이는 사회가 공동으로 정립한 건전한 성도덕을

위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라는 것이다.273) 브렌난 법관은

270) 위의 글, 109-115쪽.

271) 위의 글, 116쪽. 미국의 아동포르노 규제목적은 아동대상 성범죄의 방지보다는

아동의 성 착취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임정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음란물 정의규정에

대한 미국법과의 비교 연구”, 《법학논총》, 제25권 3호, 2013, 20-22쪽.

272) 자유에 대한 국가간섭의 근거로서 도덕적 후견주의는 행위자 스스로의 도덕성

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의 방지를, 법도덕주의는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의 방

지를 든다. 이러한 자유제한원리에 대해서는 제 4장 이하에서 설명.

273) Joel Feinberg, 앞책(주 182),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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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자유주의 이념을 수호하는 헌법과 합치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

고, 결론적으로 포르노의 개념을 성문법에 의한 통제를 받는 공적불법

방해의 잠재적 원천으로 보는 입장으로 전향하게 된다. 포르노의 생산

및 유포 혹은 사적인 시청에 대하여 그것이 오직 공적불법방해에 해당

할 때만 국가간섭을 용인하는 입장은 곧 파인버그의 주장이 된다. 여

기에 그가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잠재적 가

능성 증가의 문제로, 만약 경험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이를 해

악으로서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274)

3) 소결

파인버그는 혐오유발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음란한 표현이나 행위를 검

토한다. 어떤 것이 음란하다고 서술하는 것은 이것이 평균적인 사람에게

역겨움이나 충격의 감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비난함을 가리킨다. 음란성

이 혐오유발행위로 특정될 때에는 욕 등의 상스러운 말이나 성행위와 관

련한 표현에 의하는 것이다. 파인버그는 후자와 관련하여 포르노가 혐오

유발행위로서 금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포르노는 그것의 관객에

게 오직 성적 흥분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서 보통 예술적 가

치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것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회

피불가능하게 목격될 때에 한하여 공적불법방해 비교형량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발적이고 사적인 가치를 갖는 포르노 감상은 파인

버그의 자유주의 기획 상 애초에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은 포르노는 여성을 집단적으로 비하하고 학대하

기 때문에 사적 향유 및 제작 자체가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해악의 원리와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의 이론을 끌어들인다.

포르노가 해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여성이라는 집단의 명예를 훼

손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적 범죄의 원인이 되는 때이다. 그러나 여성

274) 위의 책,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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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집단 명예훼손죄를 형사적으로 구성하기는 힘들며, 포르노의

시청과 폭력범죄 상의 인과관계를 수립하기도 어렵다. 후자와 관련해서

파인버그는 경험적 인과관계가 수립된다면 그 잠재적 해악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통계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대한 혐오유발행위 이론 역시 큰 유용성

은 없다. 자유주의에서는 이것이 오직 위법행위로서 혐오유발적 불법방

해가 될 때만 처벌을 인정하고 있는데, 포르노는 보통 여성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특정될 수 없어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 연방

대법원 역시 종전의 기준이 포함하는 비자유주의적 이념을 반성하며 국

가는 포르노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고 오직 이것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에만 그 ‘배포의 방식’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한

다.275) 즉 건전한 성도덕의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의 문제

는 법도덕주의에의 호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직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논의는 음란물에 접근받지 않을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는 곧 파인버그의 입장이 된다.

그렇다면 국내 ―주로 인터넷 상― 포르노 문제276)와 관련하여 파인버

그의 혐오유발적 불법방해론은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인가?277) 생각건대

275) 미 연방대법원이 Ass’n v. Hudnut 사건에서 확립한 입장은 이를 더 뒷받침한

다. 즉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여성을 종속화하는 시각물을 포르노로 규정한 조례

는 ‘표현의 내용’에 따른 차별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 1조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

이라는 것이다; American Booksellers Ass'n v. Hudnut, 475 U.S. 1001(1986).

276) 현재 인터넷에서 포르노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유상ㆍ무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음란부호등 배포죄’를 적용하여 동법 제

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277) 음란물의 공연전시 문제에 대하여 국내 법원은 헌법재판소 1998.4.30.선고95헌

가16전원재판부 합헌결정에서 내려진 ‘음란’ 개념을 바탕으로 판단해 왔으며, 대

법원은 ‘성욕의 흥분 및 자극이 가하는 행위나 매체의 존재’, ‘일반인의 성적 수치

심을 해침’,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것’ 등을 이른바 음란개념의 3 요소로 구체화

하여왔다. 대법원은 2008.3.13.선고2006도3558판결에서 상술한 3 요소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심각한 훼손 및 왜곡’을 또 하나의 조건으로 추가하였지만 판례

변경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후 2009년 헌법재판소는 1998년 결정을 변경하게 되

는데 이는 ‘음란’ 개념은 동일하게 보지만 음란표현도 일단은 헌법 제 21조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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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이 되는 것은 합당한 회피가능성의 문제이며, 혐오유발행위의 심각

성 조건이 충족되어 공적불법방해의 저울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혐오유발

행위의 합당성을 압도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포르노로

말미암은 혐오감이 단순한 혐오유발적 불법방해에 해당되는 일은 매우

드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교형량검사에 의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파인버그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포르노는 목격되

는 목격되지 않든 형사법의 영역 밖에 놓일 확률이 크다.278)

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음란물에 대한 이러한 우리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신평, “헌법적 음란의 개념”,

《헌법학의 과제: 김효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2011; 임지봉, “대법원의 음란

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법학》 29호, 관악사, 2005; 이재진·이희

영, “한국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

6-3호, 2008; 문재완, “음란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헌재 2009. 5. 28.

2007헌바83결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2009 등 참조.

아동포르노와 관련해서는 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뿐 아니라 이를 연

상시키는 음란물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대법원은 2013. 9.

12. 2013도502판결). 국내법상 아동포르노의 규제 논쟁에 대한 논문으로는 권양

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음란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

연구》, 제3권 제1호, 2015.2.; 이흔재,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

법상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2014; 임규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소지’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고》 제4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11, 83-104쪽 등 참조.

278) 여성주의 법학에서는 포르노에 대한 파인버그 식의 대응방식(공적불법방해로서

‘표현의 자유’와의 형량)을 반대한다. 여기서 필자는 포르노와 관련한 국내 형사

법규의 정당성에 대해 논증하지는 않겠다. 다만 여성주의 법학에서의 강력한 반

대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국내 실천적 쟁점에 대한 ‘파인버그 이론의 적용’을

갈음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에서는 포르노가 사회적으로 왜곡된 여성상을 재생산

하고 보급하여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기제라는 관점에서 포르노를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론화해왔다. 따라서 1980년 이래 포르노는 미

국 여성주의 법학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장영민, “형사법에서의 Gender”,《법학논

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5쪽; 이 흐름의 선봉장인 맥킨논은 포르

노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한

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연방대법원은 포르노를 마치 생각의 표현 수단처럼 취급

하고 있지만 포르노는 자위수단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섹스의 한 과정이자 체험

이라고 반격한다. ‘경험’하는 것 중에 오직 포르노만이 단순한 생각이라고 주장되

어 헌법적 권리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포르노는 실체적으로 여성을 종속화하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해본다면 포르노는 하나의 해

악으로서 강도 높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인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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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자기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해롭지 않은 위법행위(Harmless Wrongdoing)

제 1절 법적 후견주의(Legal Paternalism)

파인버그 이론은 후견주의 논쟁사에서 밀과 하트의 이론을 보다 발전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자율성의 우위

를 들어 후견주의에 대한 엄격한 거부론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단

호한 자유주의로는 일부 아주 부도덕한 행위들이 국가의 처벌망을 빠져

과 형량하여 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Catherine A. Mackinnon, Only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이러한 반-포르노 여성주의의 슬

로건은 “포르노는 이론, 강간은 실천(Morgan)”, “포르노는 성적인 것에 대한 것

이 아니라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것(Dworkin)”등이 있다. 물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젠더관계적 관점의 논쟁은 반-포르노주의와 반대극단에 선

성해방주의(반-검열주의)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주유신, “서구의 페미니스트 성

정치학: 그 지형과 쟁점들”, 《여성학논집》제25집 1호, 2008, 191-2쪽; 그러나 이

후에 포르노와 성폭력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여성주

의자들은 재현과 현실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는데, 카메론과 프레이져는 포

르노그라피가 성폭력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성폭력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의미

화하는 각본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주현,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8, 9쪽, 박미숙, “음란물의 판단기준과

젠더”, 《젠더법학》 제3권 제1호, 한국젠더법학회, 2011.3, 106쪽에서 재인용; 최

근 인터넷 포르노가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여성까지도 포르노 향유의

주체가 되었다는 비판의 경향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가 과거보다 성표현물에 대

한 수용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성표현물에 대하여 관용

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 이미정, 《변화하는 성윤리와 포르노그라피》,

2004, 65쪽; 김은경,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률 규정간의 부정합성 연구

-노골적인 성표현물에 대한 한국인의 법의식을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제19

권 제1호, 2008, 144쪽, 146쪽. 포르노에 대한 여성주의 법학의 분석에 관한 기타

연구로는 조희진,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과 비판”,《사법연수원논

문집》제3집; 윤자영, “포르노 재현물에 대한 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은정,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현대법철학

의 흐름》, 199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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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파인버그는 밀과 하트가 시도했던 것처럼

자유주의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주변부 사례에 대한 처벌가

능성을 확보하려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바로 경성후견주의와

관련한다. 그러나 논의의 실천적 중요성과는 별개로, 그가 구축한 자유주

의 구상에 있어 후견주의의 지위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파

인버그는 여전히 해악의 원리를 가장 기본적인 자유제한원리로 보고 여

기서 배제되는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도덕적 직관에 응하고 있을

뿐이다. 3권 <자기에 대한 해악>의 논의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형

사 입법에 관련하는 자유제한원리의 하나인 법적 후견주의에 국한되어

제시된다.

법적 후견주의는 해악의 원리와 ‘해악’의 개념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대응된다. 파인버그식의 자유주의가 구성하는 자율성의 개념도 여기서

제시된다. 논의는 크게 배척되는 자유제한원리로서 ‘법적 후견주의’ 및

자율성의 개념정의와, 자유주의와 후견주의적 규제의 실천적 조화를 모

색하기 위한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에 대한 해명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법적 후견주의와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의 개관

1) 후견주의의 일반적 개념표지

후견주의의 개념은 법학, 사회철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일반적 후견주의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파인버그가 사용하는 ‘법적 후견주의’ 개념과 어

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후견주의를 정의할 때에는 “개인의 이익이나 좋음(good)”,

“개인의 행복을 외부로부터 보호한다는 것”, “강제 또는 당사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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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한 개입”의 개념표지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279) 광의의 후견주의

개념에는 국가가 사인에게 행하는 강제 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선을

위해 그의 뜻에 반하는 치료를 강행하는 의사의 행위처럼 사인 간의 ‘후

견주의적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Dieter Birnbacher는 다양한 후견주의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 간섭자 C가 피간섭자 B의 행복을 위해 그의 실제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할 것, ㉡ 후견행위를 받는 자의 의지

가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 ㉢ C의 간섭의 목적은 B의

장기적이고 심사숙고된 주관적인 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 C가 B의

행동에 간섭하는 수단이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이 그것이다.280) 요

컨대 일반적으로 후견주의적 행위는 ‘간섭자 C가 피간섭자 B 스스로의

선을 위해 B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겠

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후견주의를 분류하는 기준들이다. [표 10]의 어느

기준에 따르든지 Ⅰ보다 Ⅱ가 자유에 대한 간섭의 범위를 더 넓히는 경

향이 있다.

279) 강영선, 앞글(주 22), 20쪽.

280) Dieter Birnbacher, “Paternalismus in Strafrecht – ethisch vertretbar?”,

Paternalismus im Strafrecht, Andreas von Hirsch 외 2인, 1. Auflage, 201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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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Ⅰ Ⅱ

개입의 주체
협의의

후견주의(국가만)

광의의

후견주의(사인포함)

간섭의 형태
수동적

후견주의(금지)

능동적

후견주의(요구명령)

개입의 목적
소극적 후견주의

(위해발생예방)

적극적 후견주의

(이익증진)

법령 내 후견주의적

규범목적(rationlae)의

비중

진정 후견주의

(prima facie

후견주의적 이유만)

부진정 후견주의

(그외 다른 이유 포함)

보호이익의 종류

복지적 후견주의

(물리, 심리, 경제적

이익)

도덕적 후견주의

(개인의 도덕성)

간섭대상과

보호대상의 일치 여부

간접적 후견주의

(불일치)

직접적 후견주의

(일치)

목적에의 간섭 여부
약한 후견주의

(수단에만 간섭)

강한 후견주의

(목적 간섭)

자발성에 대한 관점
연성후견주의

(자발성의 보충)

경성후견주의

(자발적인 행동에도

개입)

[표 10] 후견주의의 일반적 분류281)

281) 후술할 파인버그의 법적 후견주의 개념은 이 기준에 따를 때 개입의 주체에 있

어서는 국가의 강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후견주의’, 개입의 목적에 있어서

는 해악을 예방하는 ‘소극적 후견주의’, 규범목적에 있어 (항상은 아니지만) ‘진정

후견주의’, 보호이익에 있어 실체적인 ‘복지적 후견주의’, 자발성의 관점에서는 ‘경

성 후견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간섭형태는 금지와 요구명령 모두 포괄하고, 간

섭대상과 보호대상은 일치할 때도(안전벨트착용 의무화 등), 불일치할 때도(장기

매매의 금지 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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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인버그의 후견주의 개념: 법적 후견주의

⑴ 법적 후견주의의 정의

파인버그가 후견주의를 검토하는 맥락은 자유주의에서 ‘해악의 원리

와 혐오유발행위의 원리 외에’ 인정할 수 없는 자유제한원리로서 그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자유제한원리의 논증과 마찬가

지로 ‘국가형벌권에 의한 개인의 자유의 제한’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이

다. 다시 말하여 사인 간의 후견적 행위와 형사법 외의 후견주의적 법

령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다.282) 파인버그는 형사입법의 도덕적 정

당화 원리로서 밀이 거부한 후견주의는 ‘행위자 스스로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해악을 방지하는 것은 형사적 금지에 대한 (유일하지

는 않지만) 언제나 의미있는 근거’로 진술될 수 있다고 한다. 이때의

간섭목적은 강제대상(행위자) 스스로의 좋음(for his own good, sake)

이 된다. 밀은 이러한 자유제한원리는 자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

기결정의 권리, 즉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 수

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강하게 배척해낸다.283) 파인버그는 이러한 밀의

개념을 따르되 보다 명확한 정의를 위해 후견주의를 다시금 자신만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11]).

282)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3 Harm to Self,
3, 7-8쪽.

283) 위의 책,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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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주의

호의적이지 않은

(non-benevolent)

후견주의

호의적인(benevolent) 후견주의

경성후견주의

(=법적 후견주의)
연성후견주의

목

적

간섭자의 이익

(혹은 제3자의

좋음)

당사자의 자기침해 방지

(당사자 스스로의 좋음

위함)

당사자의 ‘비자발적인’

자기 침해 방지

의

사

당사자의 의사

고려하지 않음

B의 의사

고려하지 않음

당사자의 의사 고려함

a) 능력있는 성인: 자발성

b) 능력없는 사람: 배려

평

가

당사자의 좋음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후견주의가 아님.

★논의의 대상 사례들

자유주의 원칙과 조화되

어 자발성을 확인하기 위

한 간섭이 정당화됨.

(그 자체로 자유제한원리

는 아님)

일단 비난받을 만하다고 추정됨

(presumptively blamable)284)

“성인을 마치 아이처럼 대함”

비난성이 추정되지 않음

(presumptively

nonblamable)

“부모가 아이를 보호함”285)

[표 11] 파인버그의 후견주의 분류286)

284) 여기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blamable)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것을

최고의 도덕원칙으로 삼는데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후견주의는

이러한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285) 이러한 후견주의와 대응되는 원리가 라틴어로 ‘부모로서의 국가’라는 뜻인

“parens patrie”이다. 이는 국가에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incompetent) 사람을 보호할 권능이 있다는 의미이며 전형적으로 타인의 해악이

나 기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아동, 정신적 문제

가 있는 성인, 신체장애의 빈곤층 등과 관련한 입법에 적용된다; 위의 책, 6쪽.

286) Gerhard Seher, 앞책(주 20),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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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버그는 법적 후견주의 개념에서 목적 상 피간섭자 스스로의 좋

음을 위하지 않는 ‘호의적이지 않은 후견주의’를 먼저 배제한다.287) 즉

성인 B의 대마초 흡연을 막으려는 C의 동기가 사실은 그 대마초를 자

신이 입수하여 판매하려는 것이라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

하는 성인 B를 마치 ‘아이처럼’ 취급하여 비난받긴 하지만 B의 좋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아예 후견주의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연성후견주의(Soft

Paternalism)’ 역시 제외된다.288) 즉 연성후견주의는 충분히 자발적으

로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해악이 따르는 결

정을 하는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보호하려하기 때문에 도덕적 결점

이 없는 것이다. 연성후견주의는 국가는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성인의

자기관계적 행위에 간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의사결정능력 있는 성

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해로운 행위가 실체적으로 자발적이거나 비자

발적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일시적 간섭이 반드시 필요한 때.”289) 생각

건대 이러한 서술은 물론 가장 추상적인 형태이며 구체적으로 연성후

견주의가 작동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의사결정능력의 흠결을

포함하여 자발성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B가 해로운 행위를 선택하

였고 이후 비자발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자. 먼저 해악이 이미 발생하

였다면 해악의 실행자 A 혹은 기타 책임의무자 등이 처벌될 수 있다.

아직 해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의의 C가 간섭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C에게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추후 면제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여기서 논의하는 형사입법을

지도하는 자유제한원리로서의 법적 후견주의에 대한 함의는 없다고 하

겠다.290)

287) Joel Feinberg, 앞책(주 282), 5쪽.

288) 위의 책, 6쪽.

289) 위의 책, 12쪽.

290) B의 의사가 자발적이었다고 해도 결론은 동일하다. 선의의 간섭자 C가 B가 의

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오인’하여 해악을 방지하는 개입을 행하였는데 이후 B

가 사실은 자발적이었다고 판명난다고 해보자. 이론적으로 C의 간섭은 정당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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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파인버그가 고려하는 자유제한원리로서의 ‘법적 후견주의’

란 오직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에 대한

해악을 감수하는 행위(해악에 동의하는 행위)까지도 당사자 스스로의

좋음을 위해 형사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관점’,

즉 ‘경성후견주의(Hard Paternalism)’에 국한된다.291)

⑵ 해악의 원리와의 구별

그러나 여기서 모순이 생길 수 있다. 해악의 원리에서는 해악(harm)

을 이익의 퇴보이자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할(wrongful) 것으

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적 후견주의에서는 ‘동의한 해악’292)이라는 표현

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293) 해악의 원리에 따를 때 해악은 동의된다면

위법성을 결여하여 더 이상 해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후견주

의에서의 해악은 위법한(wrongful)지와 상관없이 단순한 이익의 퇴보

의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만 한다. 해악의 원리는 동의 원칙에 의해 자

발적으로 동의한 위험을 해악의 개념에서 적용상 배제하지만, 법적 후

견주의는 해악의 위험이 일단 야기된다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문제시

하는 것이다.294) 예를 들어 장기매매업자 A가 B의 장기를 적출하는

지 않으나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즉 예를 들어 자살시도자 B가

달려오는 트럭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C가 그를 옆으로 밀쳐 구하였다면, B의

자살이 실현되지 않은 것의 형사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민사적

책임은 별개이다). 만약 B가 이로 인해 큰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C가 더 큰

해악을 막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해악의 원리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291) 위의 책, 6-7쪽. 그러나 법적 후견주의와 경성후견주의의 개념이 동치인 것은

아니다. [표 10]의 후견주의의 ‘일반적 분류기준’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광의의

후견주의(사인 포함)’이면서 ‘경성후견주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사전의료지향서에 반하여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사례 등). 다만 파인버그

는 법적 후견주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후견주의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고([표

11]) 이때의 ‘경성후견주의’ 범주 내에 법적 후견주의가 속할 뿐이다.

292) 해악이 동의되는 경우는 B가 스스로 해악의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A가

B에게 해악의 행위를 실행할 것을 B가 수락하는 경우, 즉 형사법이 B를 보호하

기 위해 A에 간섭하는 ‘간접적 후견주의’가 발동되는 상황이다.

293) 위의 책, 10쪽.

294) 위의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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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B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해악의 원리는 ‘상해의 해악’으로

보지 않으나, 법적 후견주의에서는 B의 진정한 동의와 상관없이 B의

복지를 위해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에게 유해하거나 큰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사회 전체에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해악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전체 인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악의 원리를 원

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구 상당수에 의해 축적되어 일정한

한계점(thresholds)을 넘는다면 사회 전체에 대한 분명한 위험을 야기

하기 때문에 해악의 원리에 포섭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의 형사입

법은 후견주의가 아니라 해악의 원리로 정당화된다. 파인버그는 본문

에서 수비대 주둔지역의 인구들이 한명씩 자살을 감행하고 이것이 특

정한 수를 넘어갈 때는 전체에 심각하고 적극적인 해악으로 변하게 되

는 상황으로 “개리슨 한계점(garrison thresholds)”이라는 예를 들어 비

유적으로 설명하였다.295) 연성후견주의와 해악의 원리의 관계에 대해

서는 후술할 것이다.

3)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Soft-paternalist strategy)

⑴ 법적 후견주의 반대론: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

법적 후견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

저 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성후견주의를 진정한 규범목적

(rationale)으로 가지는 수많은 형사법령들이 오랜 시간 존재해왔고 일

반 상식에 비추어 나름 합당한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296)

예를 들어 자발적 노예화, 중혼, 마약 복용 등의 행위는 당사자의 자발

성과 상관없이 항상 그에게 매우 나쁜 것이라는 논변 외에는 이를 제

한할 설득력 있는 규범목적이 없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개인

적 해악을 모두 제거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고도

295) 위의 책, 22-3쪽.

296) 위의 책,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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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297) 그러나 경성후견주의적 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 각자 최고로 군림하는 개인적 자율성의 영역에 대

한 침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불쾌감을 수반한

다. 따라서 법적 후견주의의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유발하는 일반적 혐

오감과 몇몇 후견주의적 규제들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합당성을 조화시

키는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그 중 하나는 ‘비교형량전략(balancing

strategy)’으로서 법적 후견주의적 근거들과 개인적 자율성 등의 가치

를 저울에 올려 사안마다 형량하자는 관점이다. 여기에는 법적 후견주

의는 “항상” 다른 규범목적과 더불어 강제를 정당화한다는 전제가 깔

려있다. 이러한 절충적 입장에 따르면 때에 따라 경성후견주의적 입법

을 옹호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298)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에게 법적 후견주의적 근거들은 ‘자기결정권의

최대한의 존중’이라는 자유주의 도덕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당

한’ 것일 뿐 형량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파인버그가 보다

주목하는 반대기법은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soft-paternalist

strategy)’이다.299) 이는 엄격한 반 후견주의자의 입장으로, 개인의 자

율성은 항상 해악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법적 후견주의 근거들에 우

선한다고 전제한다. 그렇다면 합당하게 통용되는 후견주의 법령들이

문제로 남는다. 여기서 바로 ‘연성후견주의자’의 입장이 차용되는데 즉,

합당한 후견주의적 입법의 예를 사례별로 보면서 애초에 경성후견주의

가 아닌 연성후견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아니

라면 윤리적으로 전혀 정당화되지 않는 규범목적을 지닌 것이라 논박

하는 것이다300). 연성후견주의는 자발성의 보충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

호하기 위한 ‘일시적 간섭’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기 때문에 자

유주의에서 받아들이는 다른 자유제한원리와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297) 위의 책, 25쪽.

298) 위의 책, 25-6쪽.

299) 위의 책, 98쪽.

300) 위의 책,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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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파인버그는 자유주의적 형사입법에서 경성후견주의 원리를 솎

아내기 위해 ‘연성후견주의자’의 입장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⑵ 연성후견주의의 체계상 지위

상술한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이란 사안에 있어 동의가 유효할 정도

로 자발성이 충분한지 여부를 따져 자발성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가 개

인의 자유에 “일시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라면 경성 후견주의가 아니라

연성후견주의적 근거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일 만하다고 논증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유제한원리들(해악의 원리,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 연성후

견주의가 추가되는 것인가? 즉 파인버그의 자유주의 정의는 넓어져야

하는가?

파인버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연성후견주의는 형사입법을

고려하는 입법자를 지도하는 정당화원리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파인버그가 말하는 자유제한원리가 아니다.301) 실제로 연성후견주

의는 민사법상 계약의 무효화, 신청의 불허가 등 국가의 비형사적인

간섭에 대해 좋은 정당화근거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302) 연성후견주

의를 그 자체 자유제한원리(처벌의 정당화 근거)이 아니라 자유제한원

리 중 하나인 해악의 원리의 정당화 근거로 보는 설명도 있다.303) 예

를 들어 B에게 해악을 실행하는 A가 존재하는 2인 사례의 경우, 해악

의 원리가 B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

기 위해 A에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연성후견주의에서는 오직 B

의 선택이 자발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간섭이나 이를 검사하기 위

해 시간을 버는 것만을 허락한다. 이때 B를 위법하게 취급하는 것을

방지하려한다는 점에서 연성후견주의는 해악의 원리와 같은 효과를 가

301) 위의 책, 14쪽.

302) 위의 책, 15쪽.

303) Tom L. Beauchamp, "Paternalism and Bio-Behavioral Control," The Monist,
vol. 60, 1976,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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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것이다([표 12]). 그러나 B 스스로 비자발적으로 자기에게

해악을 가하게 된 1인 사례는 해악의 원리로 강제될 수 없기 때문에

Beauchamp의 설명은 오직 2인 사례에서만 가능하다.304) 해악의 원리

가 타인의 선택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하는 반면, 연성후견주의는

해악으로부터 보호가 아니라 행위자의 진정한 선택을 보충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

A 해악 → B

⇒

B 동의의 자발성 확인
↗

↘

§ 자발: A 불처벌

B의 자발성 의심 <연성후견주의적 간섭>
§ 비자발: A 처벌

<해악의 원리>

[표 12] 연성후견주의와 해악의 원리의 적용 방식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연성후견주의가 법적 후견주의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성후견주의는 자유주의 정신과 전혀 모순되지 않

는 것으로서 해악의 원리에 추가하여 지지될 수 있는 원리 정도로 이

해되어야 한다. 파인버그는 밀 역시 마약에 의한 자기기만상태는 ‘진정

한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광분한 욕망을 행위자의 진정한 선

택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고 한다.305)

304) Joel Feinberg, 앞책(주 282), 13쪽; 물론 여기 1인 사례에서 비자발적인 B 스스

로가 중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연성후견주의 외의 규범목적과 함께

정당화됨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약중독에 시달리던 B가 또다시 금지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의 행위는 중독에 의해 비자발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때 B에게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내린다면 그것은 아예 형사처벌이 아닌 ‘치료’이

거나 B가 중독상태에서 할 수 있는 폭력 등의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연성후견주의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여전히 부정되지 않는다.

305) 위의 책, 1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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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파인버그는 경성후견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유주

의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도덕한 원리이며 이것이 형사입법의 도덕적 정

당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법적 후견주의’라 이해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위험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방지

하려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

러나 마약복용금지 등 사회의 일반상식에 부합하여 오랜 기간 통용되고

있는 형사법령들은 오직 법적 후견주의의 규범목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 중 일부의 존재를 정당화하면서도 궁

극적으로 법적 후견주의를 배척하기 위해 파인버그는 연성후견주의자의

입장을 차용하게 된다. 즉 법률이 경성후견주의가 아닌 연성후견주의의

규범목적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성후견주의는 자기

관계적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자의 자발성의 의심될 때 이를 확인하기 위

한 국가의 일시적 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자유주의 이념과 전혀 배

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후견주의 규제 분석과 관련된 실제적 어려움을 짚

고 넘어가야만 한다. 이론과 달리 경성후견주의가 법률의 진정한 규범목

적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며 이를 판별해내기 또한 매우 어렵다. 이

는 형사법에서의 후견주의 논쟁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

다. 미성년자, 정신적 혹은 심각한 신체적 장애인 등과 관련한 법령들은

대부분 연성후견주의로 정당화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 나면, 경성후견주

의적 근거의 정당성을 논할 사례가 마약복용, 성매매, 안전벨트 착용, 안

락사 등의 아주 전형적인 이슈에만 국한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즉 많은

후견주의적 규칙들이 사실은 ‘부진정 후견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다.306)

예를 들어 오토바이헬멧 의무착용의 법은 스릴을 즐기는 운전자가 스스

로 감수하는 위험을 방지해야하는지의 복잡한 후견주의적 논쟁을 굳이

306) 위의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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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 필요 없이, 노면으로부터 이물질이 튀어 운전자 시야를 가릴 때 도

로 위 다른 통행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근거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

다. 더욱이 진정한 규범목적을 판별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입

법자가 마음속으로 의도하는 규범목적과 법률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요소

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선 실천적인 구별원칙들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에 만족하

기로 한다307): ㉠ 사회 안전 등을 위한 일부 강제 규칙은 개인의 이익이

포함된 다수의 이익, 즉 공익에 관련한다고 보아 다수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 행위주체가 자율적으로 생각했

을 때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을 강제하는 규칙은 전혀 후견주의적이지 않

다.308); ㉢ 규칙의 목적에 있어 다수의 집단적 선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강제를 통해 소수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 후견주의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식품정보를 정확히 표

시하도록 식품제조업자를 강제하는 목적은 소수의 모험심 강한 소비자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제품을 먹어보고 싶어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

이 아니라 대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309)

2. 자율성(autonomy)의 의미

파인버그의 자율성 개념은 그의 자유주의 기획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

심적인 것이다. 그러나 되풀이하지만 그는 자율성의 근거를 철학적으로

연역하기보다는 “후견주의와 법도덕주의를 자유주의에서 배척하려면 자

율성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해야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즉 해악의 원리

307) Gerald Dworkin, "Paternalism", Morality and the Law, ed. Richard A.

Wasserstrom, 1971, 108-110쪽, 위의 책 17-9쪽에서 재인용.

308) Birnbacher는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는 법률도 ㉡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Dieter Birnbacher, 앞글(주 280), 91쪽.

309) Joel Feinberg, 앞책(주 282), 1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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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를 자유주의에서 유일하게 수용될 수 있는 자유

제한원리로 보는 사람들이 정합적으로 견지하게 되는 자율성의 개념을

해명하는데 족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는 파인버그가 자율성에 대한 논

의를 1권의 서두가 아닌 3권에 위치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1) 자율성의 정의

⑴ 자율성이 있는 상태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한 성인은 경성후견주의적 간섭에 의해 행위의

자유를 제한받을 때 도덕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한 특권을 빼앗겼다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철학자

들은 여기서 바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 속에서 인지되는 불가침의 보호

구역, 즉 ‘자율성’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310) 파인버그

는 개인적 자율성의 개념을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역량

(capacity to govern oneself), 자기지배의 사실상의 조건(actual

condition of self-government), 이상(ideal of character)311), 개인의 주

권적 권위(sovereign authority)의 의미에서 해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규범상 그리고 사실상 자율성이 있는 개인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

는지 제시하려는 것이다.

먼저 자율성이 있는 사람은 우선 자기지배의 역량(capacity)이 있는

사람인데, 이를 풀어 말하면 합리적인(rational) 의사결정의 능력

(competence)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312) 따라서 유아, 정신적 지체

인, 뇌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 의사결정능력

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의사결정능력은 최소한의 임계점을 넘으면

모두가 동등한 정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모두가

동등하게 능력이 없다고(incompetent) 간주된다.313) 전부 혹은 전무(all

310) 위의 책, 27쪽.

311) 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자율성의 이상’의 내용은 본문의 논의와 직접

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312) 위의 책,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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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othing)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법 목적에 맞게 법문화마다 다르게

설정되긴 하지만 법적 의사결정능력 역시 개념의 성질은 동일하다. 이

를 규범적 차원의 자율성 수준이라 하겠다. 그러나 추상적 의미에서

의사결정능력이 동등하더라도 실제의 삶을 좋거나 나쁘게 지배하는 정

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여기서 사실상의 자율성(de facto autonomy)

개념이 요청된다. 즉 의사결정능력의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 간 발휘되

는 자율성의 차이, 실제적 차원의 자율성 수준은 정도의 문제로 나타

나게 된다. 자기지배의 사실상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의 개념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미덕들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된다. 이 미덕들이 발휘되는 정도가 곧 개인이 실제

로 자율적인 삶을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314)

⑵ 개인적 주권으로서의 자율성: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자율성

마지막으로 자율성 개념은 국제법에서 말하는 주권 국가(nation or

state)에서 유추된 ‘개인적 주권(personal sovereignty)’으로 흔히 설명

된다: “특정한 영역(domain) 안에서 절대적 권위와 통제력을 행사하는

주권이 존재한다.”315) 특히 자율성의 범위를 획정하는 문제에 있어 이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즉 주권국가의 국경은 국제적 관행이나 조약으

로 정교하게 정의되는 것인데, 개인적 영역의 ‘경계’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가?

자율성의 영역을 공간적 심상으로 바꾸어보자면 일단 자신의 신체가

313) Daniel Wickler, "Paternalism and the Mildly Retarded,"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8, 1979, 377-392쪽, 위의 책, 29-30쪽에서 재인용.

314) Joel Feinberg, 앞책(주 282), 31쪽; 파인버그는 구체적으로 자기창조, 진정성

(authenticity), 도덕적 독립성, 자기에 대한 책임 등 총 12가지의 미덕들을 제시

하고 있다: 자기소유(self-possesion), 개별성(individuality), 진정성(authenticity),

자기창조(self-creation), 자기입법(self-legislation), 도덕적 진정성(moral

authenticity), 도덕적 독립성(moral independence), 통합성(integrity), 자기통제

(self-control), 자기의존성(self-reliance), 자기창출(self-generation), 자신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for self). 같은 책, 32-44쪽.

315) 위의 책, 47쪽,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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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것이다.316)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신체적 ‘영역’이 아니라 신

체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체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

가 포함되어야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오직 ‘나의 동의’가 있을 때만

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일정한 ‘숨 돌릴 공간(breathing space)’의 영역에 대해서도 스스

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필요하며 이는 곧 ‘프라이버시권’이 된

다.317) 개인적 영역은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금

확장되는데, 프라이버시를 형성하는 집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이 그

대상이다. 요약하자면 내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권리, 자유재량적 통제권의 범위가 될 것이

다.318) 그러나 자율성의 공간적 메타포에 있어 가장 강조될 점은 이

영역의 핵심(kernel)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즉 자기결정권이

위치한다는 것이다(그림 1).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권리, 특히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자기책임

하에 수행할 권리라 하겠다.319) 즉 파인버그의 논의에서 개인적 주권

으로서의 자율성의 영역을 그리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경계’를 설정하

는 작업이 된다(개인적 주권의 영역=자율성의 영역=자기결정권의 영

역).

316) 위의 책, 53쪽.

317) 프라이버시 영역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프라이버시권이 의미하는 많은 권리 중

하나이다. 최희경, “연구논문(硏究論文) : 프라이버시권리(權利)의 변천(變遷)”,

《법조》, 2004권 12호, 법조협회, 2004, 83-111쪽 참조.

318) 위의 책, 53쪽.

319) 위의 책,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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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율성의 영역(공간적 차원)

그렇다면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사소한 결정은 [그림 1]의 영역, 즉

자기결정권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는가? 만약 개인적 주권으로서의 자

율성 개념을 엄격히 따른다면 그것이 중대하든 사소하든지간에 결정내

용의 ‘자기관계성’만이 문제가 된다.320) 즉 주권은 있거나 없거나의 양

단적 문제이므로 일단 개인의 공간적 영역 안에 들어오는 문제라면,

마치 주권국가의 국경처럼, 주체는 그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 통제권

을 행사해야한다. 그러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후견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에는 안전벨트의 착용과 같이 인생에 있어 아주 사소한 결정에

간섭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즉 안전벨트나 구명구 착용 등을

강제하는 규칙은 신체에 대한 처분에 간섭하여 ‘나’의 공간적 영역 안

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삶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

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힘든 것이다.321) 따라서 개인적 주권, 자기결정

권 영향권의 경계선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320) 위의 책, 54쪽.

321) 위의 책,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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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삶의 선택들, 즉 “삶의 배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기관계적

선택들에 따라 그려진다([그림 2]). 이렇게 수정된 자율성의 영역을 통

해 자유주의자는 개인적 주권의 불가침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소한 안전

규제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322)

[그림 2] 자율성의 영역(내용적 차원)

[그림 1]과 [그림 2]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적 주권의 영

역을 경계짓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무엇이 자기관계적이고 타자

관계적인 결정인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밀은 명확히 타

자관계적인 결정과 일차적으로 자기관계적인 결정은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말할 뿐이다.323) 여기에 파인버그의 자유주의 구상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자기관계적 결정

이란 일차적·직접적으로 의사결정자의 삶에 있어 중대한 방식으로 이

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말하며, 그 외부에 있는 타자관계적 결정

322) 위의 책, 92쪽.

323) 밀, 앞책(주 23), 14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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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직접적·우선적으로 타인의 이익(“해악의 원리”)과 감수성(“혐오유

발행위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가리킨다.”324) 이때 타인의

이익에 대한 사소한 파급효과(ripple-effect)는 고려하지 않는다. Seher

는 이렇게 자기-타자관계적 결정의 구별에 ‘이익’의 개념을 적용하는

파인버그의 자율성 개념이 밀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325)

그렇다면 비자유주의적인 법적 후견주의와 법도덕주의에서는 자율성

의 영역을 어떻게 획정하는가? 이들은 자기관계적 결정의 내용적 경계

선을 자유주의보다 훨씬 협소하게 그릴 것이다: 법적 후견주의에서는

자기관계적 결정의 내용을 ‘스스로의 선과 이익을 위하는 결정’으로,

법도덕주의(Legal Moralism)에서는 ‘객관적 도덕의 기준으로 보아 적

절한 결정’ 정도로 제한하게 된다([그림 3]).326)

324) 위의 책, 56쪽; 그렇다면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해악의 원리에

있어 ① 객관적 이익의 좌절의 조건을 갖출 뿐 아니라 ② 도덕적으로 위법함의

문제에까지 관련하게 된다. 해석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타인의 이익이 침해된

상태라면 일단 자율의 영역을 넘는 타자관계적 행위이다. → 이때 피침해자의 자

발적 동의가 없다면 행위는 타인의 자율에 대한 침해로서 도덕적으로 위법하다.

→ 해악의 원리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325) Gerhard Seher, 앞책(주 20), 135쪽.

326) Joel Feinberg, 앞책(주 282),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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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유제한원리별 자기결정영역의

내용 비교

2) 자율성과 좋음(good)의 관계

⑴ 좋음과 이익의 관계

상술하였듯이 해악의 원리와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를 수용하는 자유

주의와 법적 후견주의의 원리는 자율성의 영역을 다르게 본다. 법적

후견주의는 자유주의보다 자기결정권의 영역을 더 좁게 보아 궁극적으

로 개인의 자기관계적 결정에 대한 간섭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그렇

다면 자유주의에서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들어오지만 법적 후견주

의에서는 배제되는 자기관계적 선택들([그림 3]의 A)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여 정의하자면 A는 “의사결정자의 삶에 있어 중대한 방식

으로 이익에 해를 미쳐 개인 스스로의 좋음에 반하는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개인 스스로의 좋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위해 좋음과 이익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설

명은 일의적이지 않지만 생각건대 파인버그의 논의에서는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전제하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이익의 정당한 증진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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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좋음을 이룰 수 있으며, 삶에 있어 중요한 이익에 대한 해악은

개인 스스로의 좋음까지 해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개인의 좋

음을 달성하는 방식은 실체적 이익의 증진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즉 개인의 좋음은 자기충족(self-fulfillment) 혹은 성취, 자족, 행복 등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덕적 완벽성의 추구’와 같이 실

체적 이익과 관련이 없어도 좋음을 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

본 호의적인 후견주의란 이러한 개인 스스로의 좋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327)

그러나 파인버그가 말하는 법적 후견주의란 ‘법률’이 일반적으로 개

입할 수 있는 상황, 즉 실체적 이익의 퇴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심

을 두는 것이다(“복지적 후견주의”). 개인의 좋음에 반하더라도 실체적

이익의 퇴보가 없다면(“도덕적 후견주의”) 법적 후견주의는 간섭을 정

당화하지 않는다.328) 따라서 생각건대 파인버그 논의에서 좋음과 이익

은 내용 면에서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좋음이 개입의 목적으로

요청되는 때는 개인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퇴보가 일어나는 경우 하나

일 것이기 때문이다.

⑵ 좋음과 자율성(자기결정권)의 관계

좋음이 자기충족이나 행복의 개념이라면 자율성은 삶의 배치를 결정

짓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리킨다. 밀은 사람들은 스

스로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그 결과가 현명하지 않게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자기결정권의 행

327) 위의 책, 57쪽.

328) 물론 현실에서는 도덕적 후견주의를 규범목적으로 가지는(그렇게 해석되는) 형

사법령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나 음란물 시청의 금지법 같은 경우 행

위자의 실체적 이익에 직접적인 해악이 생긴다기보다 도덕적 성격에 유해한 것,

이른바 ‘도덕적 해악’을 방지하려 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생각건대 그 실

천적 합당성을 부정할 수 없는 법적 후견주의와 달리, 도덕적 후견주의는 법도덕

주의와 함께 파인버그가 생각하는 가장 ‘비자유주의적인’ 자유제한원리로서 어떠

한 타협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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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기충족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라고 설명하였다([표 4]의 ㉠).329) 즉 그는 자기결정권을 주권적 자율

성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한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 입장에서 좋음을 가

장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파생되었다고 간주하였다.330) 그러나

실제로 자기결정의 결과가 명백히 이익에 반하는 사례가 반론으로 제

기되자 밀은 자신의 입장을 다소 수정하게 된다. 즉 자발적으로 노예

계약을 맺는 것처럼 아주 드문 경우에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개인의 이

익에 극단적인 해악을 불러온다면, 이때는 좋음을 우선하여 간섭을 정

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표 13]의 ㉡).331) 반면 자기결정권의 존재와

좋음의 증진의 문제는 분리되며 이 둘은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결과적

으로 좋음에 부합하였을 때 겹쳐질 뿐이라 보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

러한 입장에서는 자기결정권을 독립적인 자율성 개념으로부터 추론하

며(“자연적 권리”), 자기결정권과 좋음은 일반적으로 대응하지만 서로

불일치할 때에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지 의견을 달리한다([표 4]의 ㉢,

㉣).332)

329) 밀, 앞책(주 23), 37-8쪽.

330) 물론 이때의 자기결정권은 실제 효과상 주권적 권리로 취급된다. Joel

Feinberg, 앞책(주 282), 58쪽.

331) 밀, 앞책(주 23), 191-2쪽; 밀이 여기서 경성후견주의를 수용하였다고 주장될

여지도 있지만 파인버그는 밀은 ㉠이나 ㉢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한다. 자발적 노

예에 관하여는 후술.

332) Joel Feinberg, 앞책(주 282), 58-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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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지위

파생·수단적

(공리주의론)

독립적·자연적

(주권적 자율성론)

경성후견주의

배척

㉠ 밀의 입장

-자기결정권과 좋음은 필연

적으로 대응

㉢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

-자기결정권과 좋음은 일반적으

로 대응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결정권

우선

-간섭은 비자발적일 때만

경성후견주의

수용

㉡ 경성후견주의자적 전략

-자기결정권과 좋음은 거의

대부분 대응

-일치하지 않을 때 좋음 우

선

-밀 입장 수정(자발적 노예

예)

㉣ 절충론 (경성후견주의 일부

수용)

-자기결정권과 좋음은 일반적으

로 대응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결정권

과 좋음 형량하여 직관적으로

결정

[표 13] 자기결정권과 좋음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

파인버그의 입장은 줄곧 ㉢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이라 하겠다. 즉

개인은 자신의 좋음 중 일부를 타인을 위해 희생하려하거나 장기적인

미래의 좋음을 위해 단기적 좋음을 희생하는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간섭은 오직 그 결정이 자발적이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333)

333) 위의 책,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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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성과 자유(freedom)의 포기: 자율성의 영역의 시간적 차원

⑴ 자유와 좋음의 관계

그렇다면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과 현재의 자기결정권의 관계는 자율

성과 사실상의 자유(de facto freedom)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 법률

상의 자유(de jure freedom)란 ‘X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의 부재’이며

“liberty”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사실상의 자유란 가능한 선

택에 대한 효과적 제약의 부재 즉, ‘X행위를 선택해야할 객관적 상황

에서 어떤 것도 X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않고, 반면 X행위를 선택하

지 말아야할 때 어떤 것도 X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우리

는 행위 X에 대한 ‘개방적 선택지(open option)’를 가진다고 하겠다.334)

자유는 곧 행위에 대한 선택지를 최대한 갖는 것이며, 따라서 미래의

선택지를 최대한 많이 남겨놓는 현재의 선택은 자유를 보존 혹은 증가

시키는 결정이 된다.

그러나 자유는 또한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좋음을 위

해 쉽게 ‘교환’해버리는 하나의 좋음에 불과하기도 하다. 따라서 법률

상 자율적인 개인은 자신의 사실상의 자유를 다른 종류의 좋음과 거래

할 자기지배·결정의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미래의 선

택지를 닫아버리는 선택이더라도 자발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자율성

을 존중하기 위해 간섭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미래의 선택지를 완

전히 개방하는 선택이더라도 자발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면 자기결

정권의 행사는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자발성을 보충하기 위한 간섭은

자율성을 전혀 침해하지 않게 된다.335)

⑵ 자유의 자발적 박탈의 한계: 밀의 자발적 노예의 사례336)

자율적 개인은 자신의 사실상의 자유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334) 위의 책, 62-4쪽.

335) 위의 책, 65-7쪽.

336) 밀이 자발적 노예를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밀, 앞책(주 23), 19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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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유 전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포

기도 가능한 것인가? ‘자발적 노예 계약’이 바로 그 예이다. 문명화된

국가는 대부분 자발적 노예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완전

한 박탈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듯하다. 그러

나 이러한 입장이 법적 후견주의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유주의 원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 밀이 “자유롭지 않기 위해 자유로

울 수는 없다”라고 하며 경성후견주의를 결국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이와 관련된다.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자율적 개인이 자발적 노예화에 동의하고자 하

는 것은 보통 장래의 노예주가 유인책(inducement)으로서 하는 제의

때문일 것이다.337) 즉 금전이나 가족의 행복 등의 좋음을 위해 자신의

미래의 이익에 대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밀이 이에 반대하는 근거는 이때의 미래이익이 ‘자유 전체(overall

freedom)’여서 너무나 극단적인 해악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

은 개인의 좋음을 항상 가장 잘 증진시키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아주

드물게, 노예 사례에서만만 거의 유일하게, 자기결정권의 존중으로 인

한 해악은 간섭으로 인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따라서 철저히 공

리주의적으로 정당화된 법체계는 좋음에 호소하여 자유의 완전한 박탈

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타인에 대한 보호라

는 목적, 즉 해악의 원리만이 법적 강제를 보장하는 유일한 원리임을

되풀이하면서 법적 후견주의(경성후견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음

을 강조한다.338)

그러나 파인버그는 공리주의적 정당화를 하지 않으며 자율성의 개념

역시 좋음에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그의 자유주의 기획에

서 자유의 완전한 박탈에 대한 반대를 펼치려면 해악의 원리 혹은 혐

오유발행위의 원리에 보다 명확히 근거하는 다른 논리가 있어야하는

337) Joel Feinberg, 앞책(주 282), 73쪽.

338) 이 문단은 밀의 입장에 대한 파인버그의 해석이다. 위의 책, 7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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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39) 여기서 ‘공적 부담(public charge)론’이 제기된다.340) 즉 다

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죽는 것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외면하거

나 막대한 비용을 내고 직접 개입해야하는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므로

특정한 자기관계적 행위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해악의 원리”).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자유의 완전한 박탈 사례는 실제로 거의 일어

나지 않는다.”341)

마지막으로 책임은 자유와 달리 자율적 개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오디세우스의 사례처럼 이전 자아가 포기하

기로 자유의 일부를 이후의 자아가 철회하고자 한다면, 개인적 주권이

론에 근거할 때도 이전 자아의 자발적 선택이 계속 군림하는 것으로

봐야한다.342) 책임은 개인적 정체성의 시간적 연속성을 전제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자율성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자발적 선택을 하는데 있

어 개인은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상가능한 결과에 책임을 지

는 것이다.343) 이는 곧 자기결정권의 시간적 영향범위가 된다. 3.에서

는 이때의 ‘예상가능한 결과’가 무엇인지, 즉 자발적으로 감수한 위험

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

4) 소결

파인버그의 자율성 논의는 궁극적으로 각각의 자유제한원리가 개인의

자기관계적 결정에 대해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작업이

다. 먼저 자율성은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어 자기지배의 역량이 있는 사람

이 실제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자기결정권

이 영향력을 가지는 자율성의 영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개념에

339) 위의 책, 79쪽.

340) 위의 책, 80쪽.

341) 위의 책, 81쪽.

342) 위의 책, 83쪽.

343) Richard J. Arneson, "Mill versus Paternalism," Ethics, vol 90, 1980, 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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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될 수 있고, 이를 ‘개인적 주권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이라 부른다. 파

인버그의 자유주의에서 바라보는 자율성의 영역은 공간적으로는 신체,

프라이버시 공간, 집·토지 등의 소유공간을 포함하며 내용적으로는 삶에

있어 중요한 자기관계적 결정이 그에 속한다. 그러나 자기결정은 언제나

타인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자기-타자관계적 결정을 구별

하기란 쉽지 않다. 파인버그는 다시금 자신의 자유주의 기획을 빌어 자

기결정권 외부에 있는 타자관계적 결정이란 직접적·우선적으로 타인의

이익(“해악의 원리”)과 감수성(“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가리킨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비자유주의적인 자유제한

원리에서 구성하는 자율성의 개념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이 그리

는 자기결정권의 영역, 즉 자기관계적 결정의 범위는 자유주의보다 훨씬

좁은 것이다. 즉 법적 후견주의는 의사결정자 스스로의 좋음에 부합하는

결정만을 자기관계적 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스스로의 좋음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이익이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정에 대해 간섭할 지의 여부가 자유주의

와 비자유주의적 자유제한원리(법적 후견주의)의 차이일 것이다. 이는

다시 자기결정권과 좋음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즉 자기결정권과 좋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무엇을 우선하는지

에 따라 경성후견주의와 연성후견주의가 구별될 수 있는데, 자기결정권

을 우선하는 입장이 바로 파인버그가 취하는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에

해당된다.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인해 좋음이 양보되는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가 현재의 이익 등을 위해 미래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는 것이다. 이

때의 자유는 가능한 행위에 대한 선택지를 최대로 보존한다는 뜻이며,

미래의 자유는 그 선택지를 반납함으로써 박탈된다. 이러한 미래의 자유

는 좋음의 한 종류로서 자율적 개인은 이를 현재의 다른 좋음과 교환할

자기결정의 권리를 갖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안은 자율적 개인이 미

래의 모든 자유를 돌이킬 수 없게 박탈한 때이다. 법적 후견주의를 피하

면서 파인버그가 근거하는 주권적 자율성론에 따를 때 이것의 허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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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자유의 박탈사례는 흔하지

않다. 논의의 실익은 자유의 포기 의사가 철회될 때에 있으며, 따라서 책

임의 문제가 중요하다. 책임은 개인적 정체성의 연속을 전제하므로 자발

적으로 위험을 형량하여 감수하였을 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자발적 위험의 감수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3.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의 구체화

여기서 지지되는 자율성 개념은 자기결정권을 좋음에 우선시키기 때문

에 좋음을 목적으로 자기관계적 결정에 간섭하는 법적 후견주의와 양립

할 수 없다. 다시금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으로 돌아가자면, 이것은 후견

주의로 분류되는 규제들의 규범목적을 검토하여 자율성의 개념과 양립될

수 있는지 확인하길 목적한다. 이때 규칙에서 법률상 자율성을 존중하는

규범목적이 발견된다면 경성후견주의가 아닌 오직 연성후견주의에 근거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자유주의가 지지하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을 침

해하는 것으로 판명난다면 그 법률은 전혀 ‘합당성’이 없기 때문에 배척

되어야 한다. 되풀이하자면 파인버그는 일부 후견주의적 간섭조치들을

사실은 연성후견주의적 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궁극적으로 정

당화되는 형사법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데, 이는 후견주의가 갖는 실천

적 상당성과도 조화되는 것이다.

1) 자발적 위험감수(voluntary assumptions of risk)의 범위

우리가 고려하는 맥락에 있어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자율성이란 개인이

중요한 자기관계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숙고하여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이다. 즉 형사적 책임의 여부를 다룰 때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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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는 자기결정권의 행사과정에서 자발성이 얼마나 있었는지의 질문

으로 환원된다: “결정 당시에 결과에 따른 위험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감

수하기로 하였는가?” 그러나 법률의 적용과정에서 행위의 자발성을 검토

하여 처벌수위를 정하는 일은 여기서 주된 논의가 아니다. 파인버그는

자발성을 보충하기 위한 간섭(최소한 일시적 간섭)을 정당화하는 연성후

견주의 원리가 형사입법과정에 반영되었다는 것만을 밝히고자 한다. 따

라서 형사법의 도덕적 정당화 논의에서 연성후견주의는 다음의 함의를

갖는다: “행위자의 자기결정권에 간섭하는 특정한 처벌법규가 입법된 이

유는 그 강제대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하지 않으리라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44) 그렇다면 이론적 논의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개인이 자기에 대

한 위험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지”에 관련

하게 된다.345)

⑴ 자발성과 위험의 합리성(rationality) 및 상당성(reasonableness)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결정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되며

행위자 혹은 해악에 대한 동의자 자기에게 향하는 것이다. 위험이 전

혀 따르지 않는 결정이란 없다. 사람들은 더 위험한 행위와 덜 위험한

행위 중에 선택하거나, 더 큰 이득(gain)을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뿐이다. 이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합리적인 성인이 결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위험을 ‘비합리적(irrational)’이라 부른다. 반면 합리적

개인이 선택하는 행위는 ‘상당한(reasonable)’ 위험과 ‘상당하지 않은

(unreasonable)’ 위험의 척도 안에 위치하게 된다.346) 즉 파인버그의 논

344) 상술하였다시피 연성후견주의는 그 자체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자유제한원리의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다만 형사입법이 요구되는 ‘목적’으로 작동될 수는 있다.

345) Joel Feinberg, 앞책(주 282), 98-9쪽.

346) 위의 책, 106쪽; 파인버그는 위험의 크기를 기준으로 위험이 명백하게 상당성

이 없을 때 비합리적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선택은 항상 비자발적인

반면 상당하지 않은 선택은 법 목적에 따라 충분히 자발적으로도, 비자발적으로

도 판단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개념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상당성은 오로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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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있어 합리성(rationality)과 상당성(reasonableness)의 개념은 다음

처럼 구별된다.347) ㉠ 만약 한 개인이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지체되거

나 착란 증세에 있다면 혹은 법률적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면 그는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없는(incompetent) 것이며 그의 선택

은 극도로 비합리적(irrational)이라 봐야한다. 따라서 그의 비합리적 선

택들은 진정으로 그의 것 즉, “완전히 자발적인(fully voluntary)” 것이

아니고, 자율성을 보충해주는 수단으로서 연성후견주의적 개입이 정당

화된다. ㉡ 반면 상당성의 척도에 있는 선택들은 이성적 능력의 완전

한 명령으로 완전히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competent) 사람에 의해 만

들어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선택을 상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아니라 우리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치형량기준

을 반영하되 선택자에게 선택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가리킨다. 선

택자는 스스로의 가치와 선호 기준에 따라 형량한 것이다. 이를 현명

하지 않다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자발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따

라서 강제적 간섭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348)

그렇다면 합리성의 스펙트럼 위에 있는 상당성 있는 선택은 모두 다

자발적인가? 그렇지 않다. 비합리적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 비-상당성

이 너무나 큰 위험은 비자발적이라 간주될 수 있다. 즉 위험의 상당

성·불확실성의 크기에 따라 행위의 자발성도 ‘완벽히 자발적인

(perfectly voluntary)’과 ‘완전히 비자발적인(involuntary)’을 양극단으

리적 선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명백히 상당하지 않은 선택’을 ‘비합리적

선택’으로 모두 바꾸어 설명한다.

347) 반면 합리성의 개념이 경제학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비합리적(irrational)-자

발성의 탈락’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not rational)’의 반대의미를 지니며 이

경우 ‘상당하지 않다(unreasonable)-자발성의 인정’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언제

나 ‘합리적이지 않다(not rational)’와 ‘상당하지 않다’가 치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제학적 모델의 합리성은 다른 목표와 정합적인 목표를 세우며 오산을 하지 않

게 한다.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단순한 계산실수 등을 포함하는 선택은 ‘합리적이

지 않으면서(not rational)’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한다. 반면 단기적 목표

만 추구하는 위험한 인생스타일을 지닌 사람은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우

리 입장에서 상당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책, 112-3쪽.

348) 위의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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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스펙트럼 위에서 정도를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349) 아리스토

텔레스를 원용하자면, 완벽히 자발적인 선택이란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실제 존재하는 선택 중 가장 자발적인 정도는 ‘완전히 자발적

(fully voluntary)’이라 부를 수 있을 뿐이다. 그 아래에 ‘비-자발적

(non-voluntary)’인 지점이 위치하며, 완전히 비자발적인 선택에 대해

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350) 우리가

고려하는 법률은 목적에 따라 ‘충분한 자발성’을 다른 정도로 보고 있

는데 이는 생각건대 ‘완전히 자발적’인 점과 ‘비-자발적인’ 점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 하겠다.351) 상술한 자발성, 위험의 합리성 및 상당성

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합리적인

(rational)

상당한

(reasonable)
·
·
·

상당하지 않은
(unreasonable)

·
·

완벽히 자발적인
(perfectly voluntary)

‘충분히 자발적’

완전히 자발적인
(fully voluntary)

비-자발적인
(non-voluntary)

비합리적인
(irrational, incompetent, incapable)

완전히 비자발적인
(involuntary)

[표 14] 자발성, 위험의 합리성 및 상당성의 비교

⑵ 위험의 상당성의 정도와 충분한 자발성의 기준

두 개의 위험은 똑같이 상당성이 없다고 표현되지만 어떤 것은 충분

히 자발적으로 어떤 것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또한

349) 위의 책, 113쪽.

350) 개념의 구별과 한국어 용례의 조화를 위해 ‘involuntary’는 ‘완전히 비자발적’으

로, ‘non-voluntary’는 ‘비-자발적’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non-voluntary’와

‘involuntary’가 함께 쓰이지 않는 맥락에서는 둘 다 ‘비자발적’으로 본다.

351) 위의 책, 1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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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위험도 맥락에 따라 자발성이 다르게 매겨질 수 있는 것이다.

위험의 상당성을 측정하는 객관적 기준이나 충분한 자발성을 판단하는

절대원칙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352) 다만 몇 가지 경험적 판단규

칙들이 고려될 뿐인데 먼저 위험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실천적 기준들

은 다음과 같다353): ㉠ 선택으로 인해 해악이 발생할 확률의 정도가

높을수록 위험의 비-상당성은 커진다. ㉡ 위험이 감수되는 해악이 심

각할수록 위험의 비-상당성은 커진다. 반면, ㉢ 선택으로 인해 의도한

목표가 발생할 확률의 정도가 높을수록 위험의 상당성은 커진다. ㉣

목표를 성취하는 것의 개인적 가치나 중요도가 높을수록 위험의 상당

성은 커진다. ㉤ 위험의 필수성이 높을수록, 즉 덜 위험한 대안적 수단

이 적게 존재할수록 위험의 상당성은 커진다.

그렇다면 [표 14] 상의 충분한 자발성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

어야하는가? 우리의 목적이 ‘자기관계적 위험한 선택들이 국가의 간섭

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자발적인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험법칙들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법

칙은 모든 맥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상충될 때도 있다.354)

㈀ 위험이 비-상당할수록 요구되는 자발성의 정도는 커야한다.

사실 이것은 연성후견주의자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 이들은 행위자

가 ‘상당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행

위자가 진실로 선택하지 않은 해악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고통을 겪

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355)

352) 위의 책, 105쪽.

353) 위의 책, 102쪽.

354) 위의 책, 117쪽.

355) 위의 책, 118-9쪽; 그러나 이러한 부연설명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해악이 위험할수록 충분한 자발성의 기준도 상승한다고 판단함을 파인

버그도 인정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파인버그가 사실은 가변적 자발성의 기준을

듦으로써 자유와 해악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자유원칙을 양보하고 있다는 비

판도 있다; 이영록, 앞글(주 37), 42쪽.



- 140 -

㈁ 위험이 감수되는 해악의 회복이 힘들수록 요구되는 자발성의 정도

는 커야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죽음의 경우 똑같이 돌이킬 수 없으나 사람이 처

해있는 상황에 따라 전혀 해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수도, 매우 해롭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만 이 조건

을 고려해야만 한다.356)

㈂ 자발성의 기준은 특수한 경우에 맞게 재단되어야(tailored) 한다.

자발성의 기준은 법적 쟁점에 따라 더 높게 혹은 더 적게 그려질

것이 요구된다.357) 즉 감옥이나 정신병원처럼 본질적으로 매우 제한

적인 특수한 환경에서 내리는 선택과 일반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결정

은 상대적으로 구별되어야한다. 즉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

로(talis qualis) 반영하여 판단해야한다. 이를 ‘주관적 기준’이라 하고

일반적 기준을 ‘객관적 기준’이라 하겠다. 보통 법적 책임이나 무효를

판단할 시에는 객관적 기준에 의할 때가 많다. 특히 형사책임을 적용

할 때, 그 중에서도 사회나 제 3자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동

의의 자발성은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만 민사책임이나 자기관계적 이

익에 관할 때에는 주관적 기준에 의하기도 한다.358)

⑶ 비-자발성(non-voluntariness)의 추정

상술한 법칙들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특정한 행위가 불러오는 자기

관계적 위험은 너무나 상당성이 없어 비-자발적이라 추정될 수 있다.

물론 입법에 반영되는 통계적 정보는 자발성의 기준 상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특정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

356) 위의 책, 120-21쪽.

357) 위의 책, 121쪽.

358) 위의 책,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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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발성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자발성 관련 경험법칙 ㈀의

부정).359) 만약 당해행위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 즉 비합리성의 수준에 이르는 비-상당성이라면 이때 선택자

는 완전히 비자발적이었으리라 추정되고 따라서 자발성을 보충하기 위

한 간섭이 허용된다(“연성후견주의”).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들, 즉 강

력한 비-자발성이 추정되는 위험이 따르는 행위들에 대한 규제들이 연

성후견주의자적 전략의 검토대상이 되겠다(마약복용금지, 오토바이헬

멧 의무착용의 법 등).360) 자유주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간섭을 오직

그것이 실체적으로 비자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자발성 여부를 확립하

기 위해 필요할 때만 정당화하는 형사법을 가질 수 있다.

경성후견주의 역시 위험의 상당성이 전혀 없어 비자발성이 추정되는

행위를 강제한다. 그러나 위험의 상당성이 전혀 없다면 경성후견주의

는 자발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행위자의 이익과 좋음을 위하려는 목적

에서 개입을 정당화하고 이는 비단 일시적 자발성의 보충에 그치지 않

는다. 반면 연성후견주의는 행위자의 의사가 오직 비자발적일 때만 최

소한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인데 그 위험이 일상적으로 상당한 것이

라면 법률이 개입할 실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둘은 ‘자발적인, 상당성

없는 위험의 감수’에 대한 간섭 여부에 있어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겠

다.

그렇다면 너무나 비-상당하여 비자발성이 추정되는 행위에 대한 연

성후견주의자적 개입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1.-2) 참조). 의사결정자

가 해악을 야기하는 행위자인 1인 사례일 때는 일시적으로 자발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검사를 수행하되 행위가 자발적으로 판명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형사나 민사책임을 부여한다기보다 상담이나 치

료 등을 제공한다.361) 만약 행위자가 타인의 협박 등에 의해 강제되어

359) 위의 책, 124쪽.

360) 위의 책, 124쪽.

361) 위의 책,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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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행위를 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협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

벌이 가능하다(“해악의 원리”). 반면 의사결정자가 타인이 자기에게 야

기하는 행위에 동의하는 2인 사례일 때는 그 동의가 비자발적이라 확

립한 후에 해악의 유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지 결정한다. 이때

해악의 유발자와 모의 후 동의하도록 강제한 제 3자도 처벌대상이 된

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해악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개입한

선의의 제 3자는 형사책임을 면제받는다. 이하에서 검토할 내용은 1인

사례와 2인 사례에 적용되는 ‘자발성 감축 요인

(voluntariness-reducing factor)’들이다.

2) 1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자발성의 문제

법적 후견주의에서 1인 사례와 2인 사례는 규범적으로 다르게 취급받

지는 않는다. 다만 자발성을 평가받는 대상이 전자의 경우 선택된 행위

(action) 혹은 선택 그 자체, 후자의 경우 동의의 행위로 다를 뿐이다. 1

인 사례와 2인 사례는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표 15]는 1인 사례에

서 자발성을 무효로 하거나 감퇴시키는 요인을 개관한다.362)

362) 위의 책, 150-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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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무효

강요

(Compulsion)

외부적

원천

강제된 움직임 (협의의 강요)

: 선택이 없음

강제적 압력

(Coercive Pressure)

: 차악에 대한 선택의 강제

자연적 원천

(자연적 강제)

타자적 원천

(협의의 강제)

내부적 원천

: 신경적 강요, 강박증 등

자발성

감퇴

무지 혹은

오인

(Ignorance

or Mistake)

외부적 원천

자연적 무지와

“진정한 오인”

(협의의 오인)

사기나 기만에 의한 무지

: 다른 사람이 속임.

내부적 원천

: 신경적 망상, 위험의 잘못된 측량, 편집증적인 의심성,

잘못된 자기평가 등

[표 15] 1인 사례에서의 자발성 감축 요인

[표 15]에서 제시된 자발성 감축 요인은 논의의 실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편될 수 있다. ‘강요’에 있어 강제된 움직임(협의의 강요)은 도덕

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자연적 강제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개인의 선택을 좁게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의 차악은 보통 유일

한 생존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간섭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다.363) 그렇다면 강요 범주에 있어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은 ㉠ ‘타자에

의한 협박(협의의 강제)’이다. 타인에 의해 가해지는 강제적 압력을 우리

는 ‘강제(coercion)’라 부르는데, 행위자 혹은 동의자가 유일한 대안으로

363) 위의 책,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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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차악을 선택하게끔 함으로써 선택지를 사실상 닫는 것을 가리킨

다.364) 이때의 행위나 동의의 자발성은 탈락된다. 압력이 강제적 효과를

가지기에 충분하였는지 여부는 상황과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2인 사례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또한 관계되는 위험의 성격이나 크기, 대안적 방법의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 ‘무지 혹은 오인’도 자발성을 감소시킨다. 다만 정보를 알 수 없

어 위험과 목적에 대한 형량을 다소 ‘상당성이 없게’ 하였다면 자발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은 무지에 의한 추론(by

reason of ignorance)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태, 즉 무지에

서(in ignorance)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365) 따라서 일부 요소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앎으로 무지의 조건은 배척된다. 타인이 고

의로 무지나 오인을 유발하는 사기·기만(Fraud)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한

2인 사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행위자가 정신적으로 결함을 가질 때 행위의 자발성은 취

소될 수 있다. 이것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incompetence)

를 가리키며 포괄적으로 ㉢ ‘무능력 상태(incapacity)’라 한다. 여기에는

신경증적 강박이나 충동 증상을 포함하여 의사결정능력을 감소시키는 다

양한 정신적 문제의 상태가 포함된다.366)

3) 2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자발성의 문제

우리가 고려할 2인 사례는 행위자가 명시적·묵시적 혹은 사전적 동의

를 분명히 표현했으나 그것의 자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다.367) 구조적으로 1인 사례와 유사하며 자발성 감축 요인에 대한 논의

364) 위의 책, 151-2쪽.

365) 인간의 의사결정에 있어 무지, 즉 불확실성의 요소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피

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지에서’의 결정이다. 그러나 (알 수도

있었을) 구체적이고 특수한 정보에 대해 무지한 채, 그리고 그러한 무지상태를

모르는 채 의사를 결정한다면 ‘무지에 의한’ 결정이다. 위의 책, 161쪽.

366) 위의 책,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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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압축된다: 강제(coercion), 결함이 있는 믿음

(defective belief), 무능력 상태(incapacity).

⑴ 강제(coercion)368)

협의의 강요(compulsion)란 하나의 대안도 가능하지 않을 때, 즉 실

제로 선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369) 그러나 강제는 선택지를 약한 의미

에서 닫아버리는, 즉 몇몇의 대안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너무 불합당

하거나 부적격하여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370) 따라서 피강제

자는 강제자의 제안(proposal)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

게 된다. 이때의 제안은 협박(threat)과 제의(offer) 크게 두 가지 형태

를 취하지만371) 파인버그는 상황 속에서 동의로 이끄는 ‘강제적 압력

(coercive pressure)’이 실체적인 효과를 가진다면 그 제안방식에 상관

없이 ‘강제’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372) 그렇다면 강제적 압력이 있

기만 하면 동의는 항상 무효화되는가?

그렇지 않다. B의 동의에 대한 A의 강제가 있었다면 즉, 실체적 강

제적 압력이 작용하여 B가 동의를 한 것이라면 B의 동의의 자발성은

367) 위의 책, 189쪽.

368) 상술하였듯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타인이 합의할 것을 강제하여 동의하

게 된 ‘협의의 강제’의 경우이다.

369) 위의 책, 190쪽.

370) 위의 책, 192쪽.

371) 협박은 악(evil)이나 해악, 최소한 비환영적이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가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제의는 선, 이익, 최소한 환영되거나 원해지는 것을 줄 것을 제

안하는 것이다. 협박의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의는 선택지

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자유를 강화하기 때문에 원래는 강제에 속하지 않으나 때

때로 강제적 효과를 지닌다. 예를 들어 호색적 백만장자가 아이 수술비가 급한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맺은 후 수술비를 줄 것을 제의하였다면 이는 원래 발생할

해악(수술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이의 죽음) 외에는 어떠한 해악도 협박하지 않았

기 때문에 제의이지만, 사실상 피제안자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적 효과를 지닌다. 문제는 이러한 제의 역시 원래 없던 선택지(성관계를 통한 수

술비 변통)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개념적으로 ‘강제’라 볼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양립주의자의 관점을 취해 이러한 제안은 ‘자유를 (우연적으로) 강화하는 강제적

제의(freedom-enhancing coercive offer)’라 부르겠다. 위의 책, 229-232쪽.

372) 위의 책,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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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다. 강제적 압력과 자발성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 압

력이 커질수록 자발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효력은 유효와 무

효 둘 중 하나이므로, 자발성이 강제로 인해 특정한 수준까지 감소되

었을 때 비로소 동의는 무효화되는 것이다. 이 특정한 수준 즉 ‘충분한

자발성의 정도’는 상술하였듯이 각 법적 목적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것이다.373) 파인버그는 여기서 일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예

를 들어 A와 B가 합의한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위한 B의 동의의 자

발성의 정도는 A의 형사적 면책에 요구되는 자발성의 정도보다 훨씬

크며 타인의 이익이나 사회에 해를 미칠수록 면책을 위한 비자발성의

정도(강제적 압력의 크기)도 더 커진다. 다른 자발성 감소 요인이 없다

면 강제, 동의의 자발성, 동의의 효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374)

강제적

압력의

정도

강요

(선택이

없음)

매우 큰

강제적

압력

큰

강제적

압력

작은

강제적

압력

순수한 유인

(강요, 강제의

부존재)

자발성의

정도
완벽히 비자발적 완전히 자발적

효력

유무
무효 유효

[표 16] 동의에 대한 강제, 동의의 자발성, 동의의 효력의 관계

그렇다면 강제적 압력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맥락과 상황, 제안의

형태에 따라 측정방식은 서로 다르며 파인버그는 자세한 설명을 제시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일반법칙들을 언급하는데 그치도록 한

다.

373) 위의 책, 254쪽.

374) 위의 책,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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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적 강제적 압력(differential coercive pressure)의 측정

선택자의 동의가 유효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강제적 압력을 측정하

는 가장 일반적 방식은 선택된 대안의 ‘비용’과 제시된 유일한 대안의

‘비용’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375)

㈁ 총 강제적 부담(total coercive burden)의 측정

그러나 아예 악이 없는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두 개의 악들 중에서

차악을 선택하게끔 하는 상황의 강제적 압력을 측정한다면 요구에 대

한 준수(“강도에게 돈을 줌”)의 ‘비용’이나 제시된(협박된) 유일한 대

안(“강도가 총으로 머리를 쏨”)의 ‘비용’, 혹은 두 비용의 총합을 계산

한다.376)

㈂ 행위자 기준과 외부적 기준의 구별

강제적 압력에 대한 비용 계산은 행위자 기준에 따르는 것이지만

타자관계적 행위의 경우는 외부적 기준에 의한다.377) 따라서 행위자

의 선택과 동의는 보다 자발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법적 면책 특히

형사적 면책은 쉽지 않다.378)

㈃ 강제적 제의의 문제

제의는 해악을 경고하는 협박과 달리 환영되어지는 선택지를 제안

하는 것이지만, 제안된 것 외에 행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

황 속에서는 실체적으로 강제적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때때로 ‘자유

375) 위의 책, 254쪽.

376) 위의 책, 255쪽.

377) 오직 자기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의 경우 주관적 기준에 따라 자발성을 판

단할 수 있지만 타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일반적 평균인의 기준에서

특정한 행위에 동의를 하는 상황의 자발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이다. 위의 책,

210-11쪽 참조.

378) 위의 책,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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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지만 강제적인’ 제의가 존재한다(각주 371). 이러한 강제적

제의에 대한 동의의 자발성은 감소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효의

수준까지 자발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지는 않는다.379)

㈄ 계약법 상 특례: 착취적(exploitative) 제의

그러나 계약법 등의 법 목적에 의할 때는 ㈃의 강제적 제의에 대한

동의가 무효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담합하여 모

두 동일한 판매계약내용을 제안할 때 소비자는 구매를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은 ‘착취적’이

라고 보아 민사적으로 무효라 판단된다.380)

⑵ 결함이 있는 믿음(defective belief)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결함이 있는 믿음’은 스스로의 무지 혹은 오

인과 타인의 고의적 기만으로 초래된다(“원인에 따른 분류”). 스스로의

무지나 오인은 보통 민사상 동의의 자발성을 무효·감소시키는 것이지

형사책임과는 무관하다. 반면 타인의 고의적 기만은 재산상 ‘사기죄’나

행위와 관련하는 형법규제로 엄벌될 수 있다.

‘결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따라 다시 동의되는 것 자체,

배경 사실, 미래의 일어날 일에 대한 결함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대상

에 따른 분류”)(150쪽의 [표 17]).381) 행위자가 동의되는 것 자체를 착

각하였다면 계약은 당연히 철회되며 상대방의 의도적 기만이 있을 경

우 형사책임이 발생될 것이다. 논의의 실익은 제안의 배경적 사실에

관한 믿음에 결함이 있을 때이다.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 제안을 받아

들이게 하는 믿음, 즉 “유인책(inducement)”의 개념이다.382) 만약 구매

379) 위의 책, 255쪽.

380) 위의 책, 255쪽; 형사책임은 외부적 기준에 의해 비자발성을 훨씬 더 엄격하게

받아들이므로 민사적으로 동의가 무효라 하여 형사책임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81) 위의 책, 274-285쪽.

382) 위의 책,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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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믿음에 대한 정보에 결함이 있었다면 그러

한 구매계약의 합의의 자발성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 거래관계에서 “Caveat emptor”383) 원칙을 들고 있으므로 판매

자는 표준적 사람이 구매결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고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만 계약해지의 페널티를 받는다.384)

그렇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누구도 미래에 대해 현재만큼 정확히 알기는 힘들기 때

문에 ‘고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정보를

은폐하거나 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는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

하였다고 봐야한다. 다만 유인책에 있어 너무나 결정적인 사실이 알려

지지 않은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위험을 어디까지 감수하였는지 판단

하여 합의의 자발성 여부를 문제시할 수도 있다.385)

383) “Let the buyers beware.” 거래 실무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

공받지 못했지만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위험 하에 구매결정을 한다는 뜻이다.

384) 위의 책, 274쪽.

385) 위의 책, 277-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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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원인

동의되는 것 자체

<계약 철회>
배경 사실

미래의

일어날 일

무지 혹은

오인

(Ignorance

or Mistake)

진실로

잘못 이해함.

→쌍방 형사책임X

A가 모르는 사실:

논의제외
위

험

감

수

범

위

內

법적

자발성

영향 X

A가

아

는

사

실

고지

의무

X

법적 자발성

영향 X

부주의/과실

(확인의무○)

→쌍방 중 해악의

취약성 적은 쪽이

형사책임○
고지

의무

○

불고지

→계약철회

형사책임X

위

험

감

수

범

위

外

→계약철

회

형사책임

가능

속임/기만

(Deception)

<계약철회>

→형사책임○

고의로 속임

→형사책임

○

(일부 사실의

은폐도 포함)

→형사책임○

[표 17] 결함이 있는 믿음의 분류와 민·형사책임

(A: 제안자, B: 동의자 / 법적책임은 A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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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무능력 상태(incapacity)

무능력 상태는 다양한 내적 결함에 따라 충분히 자발적인 동의가 불

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다시 크게 사고나 병으로 인하여 완전

히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incompetent status), 미성년

(immaturity), 명정상태(intoxication), 기타 고통이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정서들로 분류해볼 수 있다.386) 만약 동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면 연성후견주의가 말하는 이른바 ‘호의적인 간섭’이 정당화되며

이는 피간섭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의 동의에 대

해서 자유주의는 본래적으로 완전 무효가 아니라 후견·대리인이 가능

한 많은 선택지를 보존하여 법적능력이 생기면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는 관점을 취한다.387) 법적책임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시기(始期)는 법

목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데 관계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울수록,

철회가 힘든 사안일수록 높게 매겨진다. 명정상태와 관련해서는 크게

후속행위에 대한 책임문제와 명정상태에서의 동의의 자발성 문제를 구

분해볼 수 있다. 파인버그에 따르면 명정상태 야기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후속행위의 자발성은 인정되므로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으

며, 이러한 상태에서의 동의의 자발성은 그 맥락과 목적에 따라 비자

발적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고 한다.388) 마지막으로 인지-지각적 기관

의 손상은 아니지만 주의분산을 야기하는 정서 역시 의사결정 상황에

서의 자발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주의분산과 결

정하려는 선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완전히 유효한 동의로 봐

야한다.389)

386) 위의 책, 316-43쪽.

387) 위의 책, 324-5쪽.

388) 위의 책, 333-5쪽.

389) 머리가 너무 아픈 감정과 아스피린을 먹을지 말지의 선택에는 인과관계가 성립

한다. 그러나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검토하는 과정은 다르다. 따라서 머리가 아파

주의가 산만할 때 한 결정이더라도 전자는 충분히 자발적이고 유효한 동의가 되

지만 후자의 자발성은 감소되는 것이다. 위의 책, 3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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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은 자기관계적 결정에 개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

는 형사규제들의 규범목적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연성후견주의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성후견주의는 실체적으로 자

발적이지 않은 행위나 동의의 선택에 그 자발성을 보충하기 위한 개입을

긍정한다. 사법이 아니라 입법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특정한 행위에 따

른 해악을 감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너무나 불합당하여 비자발적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형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비자발성의 추

정). 어떤 선택이 충분히 자발적이라는 판단은 맥락과 각각의 법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파인버그는 다음과 같은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

다: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한 합리적인 개인은 자기에 대한 상당하지 않은

위험이 따르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의 비-상당성이

지나치게 크다면 선택에 대한 자발성이 부족하다고 의심될 수 있다. 여

기서 비-상당성이 더 커진다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으

리라 생각되고 따라서 완전히 비자발적이라 판단되는 것이다.

연성후견주의는 이렇듯 위험의 상당성이 없으며 이를 감수하는 것이

비자발적이라 의심되거나 확정될 때 비로소 개입한다. 개입형태는 1인

사례와 2인 사례에서 각각 다르지만 규범적으로는 동일하다. 즉 1인 사

례에서는 행위 자체의 자발성과 이를 제안한 타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루

며, 2인 사례에서는 타인의 해로운 행위에 대한 동의행위의 자발성과 제

안자의 형사적 책임을 문제 삼는다. 파인버그의 관심은 형사법의 윤리적

정당화에 대해 연성후견주의가 갖는 함의이므로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비

자발성이 추정될 수 있는 사례, 달리 말하면 자발성 감축 요인이 존재하

는 사례를 이론적으로 설시한다. 1인 사례와 2인 사례가 규범적으로 동

일하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자발성 감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은 크게

강제적 압력, 결함이 있는 믿음, 무능력 상태가 발견되는 때이다. 즉 강

제적 압력이 있다면 행위자는 제안된 선택지 외 다른 선택을 할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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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며, 스스로의 무지나 오인 및 타인 고의적 기만으로 인해 선택에

필요한 믿음에 결함이 생기거나 내적·법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하지

못할 때 자발성은 감퇴된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법 목적과 맥락에 따

라 ‘충분한 자발성의 정도’는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자발성이 다소 부

족하다고 하여 동의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4.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혹자는 파인버그의 논의를 읽고 난 후 오히려 형사법에서의 후견주의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생각건대 이는 다음의 이유 기인

하는 듯하다: 첫째로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

했고, 둘째로 실제의 후견주의 입법논쟁에서 법적 후견주의가 갖는 함의

가 적다. 먼저 파인버그에 따른다면 미성년자, 정신적 혹은 심각한 신체

적 장애인 등과 관련한 법령들을 연성후견주의로 정당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에 있어 사소한 결정은 자기관계적 결정에서 애초에 배제된

다.390) 경성후견주의적 근거의 정당성을 논할 사례는 마약복용, 성매매,

안락사 등의 아주 전형적인 이슈에만 국한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이 역시도 파인버그는 공적 해악을 금지한다는 자유주의적 규범목

적이나 당해행위를 ‘완전히 자발적으로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연

성후견주의적 규범목적으로 일시적 간섭을 정당화하려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의 습관적 복용에는 보통 중독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의 부

족 상태, 성매매에는 오직 차악의 대안만 선택하게끔 하는 강제적 압력,

안락사 요청에는 질환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이나 주변 여건으로

인한 강제적 압력 혹은 치료전망에 대한 오인 등의 자발성 감소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행위가 실체적으로 충분

히 자발적이었다고 판명난다면 자유에 대한 간섭의 근거는 사라지며, 파

390) 위의 책,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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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그가 이러한 이슈에 대한 형법적 개입을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미 관련한 형벌규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성후견주

의를 끌어들일 필요 없이 형사처벌의 정당화를 모색해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생각건대 파인버그의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은 어디까지나

‘이미 존재하는’ 일부 후견주의 규제에 대한 도덕적 확신과의 우연적 조

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는 윤리적 정합적 방법론에 따

라 법공동체의 보통 사람들이 해악의 원리에 포섭되지 않는 특정한 자기

위태적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도덕적으로 확신한다고 보고, 이를 자유주

의적 확신과 정합적으로 구성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연성후견주의는 어

디까지나 처벌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합성의 추구

에 있어 연성후견주의는 해악의 원리로 보완되어야만 한다. 심지어 해악

의 원리를 직접 원용하여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더 많기도 하다.

따라서 연성후견주의는 형사법의 도덕적 정당화에 독립적인 함의를 갖지

않는 것이다. 즉 자기위태행위가 비자발적이라면 해악의 유발자는 처벌

될 수 있다는 말은 해악의 원리의 동어반복이다. 연성후견주의는 형벌이

규범적으로 연역되는 자유제한원리가 아닐뿐더러, 충분한 자발성이 확인

되는 많은 사례에서 실정법을 우연적으로 정당화하는데도 실패한다.

반복하자면 규범적으로 형법은 타인의 이익이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

는 타자관계적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예외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능력에 흠결이 있는 사람의 자기관계적 결정을 부조하는 경우뿐

이고 이것이 원래의 연성후견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파인버

그 본래의 추론은 법적능력이 주어진 성인의 자기관계적 결정은 일단은

형사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되, 선택의 자발성을 감소하게 하는 타인

의 개입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악의 원리에 따라 타인의 행위에 대한 형

사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배제되는 행위들을 ‘형

사적으로’ 규제해야할 도덕적 요청은 어떻게 다뤄야하는가?

이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모범답안은 연성후견주의로 우회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경성후견주의적 근거에 의해야한다는 것이다.391)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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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자발성의 기준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아 연성후견주의가 포섭

할 수 있는 실정법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있지만 상술했듯이 이는 우

연적 일치에 불과하다. 자발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상황의 교의들은 일반

원리가 아니라 논리의 일관성만 공유하는 개별 직관들이기 때문이다(해

악의 원리에서 “타인에 대한 해악은 형법의 규율대상이 된다”라는 도덕

적 원리로 일반화되지만 “조정 격언”들은 그를 보충하는 적용상의 도덕

적 요청들인 것과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파인버그가 필요에 따라 자유를 결국 다른 고려들과

결국 형량하고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이영록, 주 355 참

조). 자유주의가 경계 짓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대한 간섭은 그 결정이

오직 비자발적일 때만 정당화된다는 일반 원리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달

라지는 비자발성의 발생 조건으로 보충된다.392) 후자는 때때로 도덕적

확신을 넘어서 형사법의 윤리적 ‘정당화(2)’ 내지는 정책상의 문제와 혼

합되기도 하며, 자유주의의 사실적 설득력과 관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도덕적 정당화와 관련한 파인버그의 논증은 ―비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도― 계속해서 타당하다.

391) 그렇다고 하여 경성후견주의적인 입법목적을 지닌 형사법규들이 당장 정당화된

다는 논증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연성후견주의에의 위장 역시 파인버

그가 주창하는 자유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려 할 뿐이다. 최근 ‘셧-

다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둘러싼 개인의 자율성 침해

논란은 경성후견주의에 대한 규범적 요청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제는 이러한 규제들의 방지의 대상이 ‘도덕적 성품에 대한 해악’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견주의 규제에 관련되는 실체적 이익을 구성하는 일은 힘들다.

그렇다면 이는 파인버그의 제 3의 자유제한원리인 ‘법적 후견주의’의 영역을 또한

벗어나는 것인데, 법적 후견주의는 실체적 이익에 관련하지 않고 개인의 도덕적

성격을 보호하는 도덕적 후견주의는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후견주의적 규제의 조화의 문제는 자유주의적 자유제한원리들과 ‘법적 후견주의’

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와 ‘법적 후견주의’-‘법도덕주의’ 사이

에 위치하는 자유제한원리(“도덕적 후견주의”)의 관계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파인버그가 ―아마도 당대 입법적 요청이 낮았기 때문에― 도덕적 후견주

의를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현시점에서 후견주의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갖는 실

익은 더욱 커졌다고 사료된다.

392) 위의 책,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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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법도덕주의(Legal Moralism)

파인버그는 자유주의 형법에 보다 ‘멀게’ 위치하고 있는 자유제한원리

로서 법도덕주의를 든다. 여기서는 스스로의 이익에 대한 해로운 행위를

넘어서서 보통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성질의 행위들을 형법적으

로 금지할 것인지의 문제가 다투어진다. 단언컨대 법도덕주의는 가장 광

범위하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자유에 간섭하는 원리이다. 자유주

의는 단지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원칙적

으로 거부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법도덕주의에 의거했을 때만 범

죄화가 가능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의 도덕적 요구들이다. 파인버그는 본

인 혹은 공동체의 도덕적 직관들에 맞추어 그의 자유주의적 자유제한원

리를 정제하였고,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을 고안하였으나 법도덕주의에

이르러서는 보다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논의는 생략하고 법도덕주의의 자유제한원리

적인 성격을 개관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데, 이는 파인버그의 ‘형사법의

도덕적 정당화’ 논증체계 안에서 법도덕주의가 차지하는 지위가 독특하

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법도덕주의가 다른 자유제한원리와

동등한 개념적 비중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연원이 다른

여러 주장들이 포괄적으로 묶여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증

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둘째, 해악의 원리․혐오유발행위의 원리․법적

후견주의는 ‘해악’과 ‘행위의 자기관계성․타자관계성’이라는 개념표지 상

의 대조를 이루는 반면 법도덕주의를 해명하는 데에는 “악”의 맥락이라

는 독립적인 관점이 보충되고 있으며, 셋째, 각 (법)도덕주의자들의 주장

에의 인용 및 분석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

태를 취할 뿐 구조적인 전략의 제시로는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

에서는 먼저 법도덕주의에 전제가 되는 악의 개념과 자유제한원리로서

법도덕주의의 규율대상을 설명하고, 세부적인 입장을 개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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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난할 수 없는 악에 대한 처벌의 정당화

1) 비난할 수 없는 악의 개념

⑴ 악의 개념

악(evil)은 그것의 발생이 유감스러우며 사회 전체로서 봤을 때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악에는 해악과 혐

오유발행위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생각, 표현 등이 포함될

수 있다.393) 즉 관습적 금기의 위반행위, 사적으로 행해지고 해롭지 않

은 관습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 타인 혹은

행위자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행위, 악하거나 불순한 생각, 오인된

믿음, 야생벌레를 이유 없이 뭉개는 행위, 종을 멸하는 행위 등등은 모

두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로서 일부 사람들은 이를 즐길 수 있겠

으나 전체로서 봤을 때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악의 행위들은 모두 형사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입법자가

채택하는 자유제한원리에 따라 형사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악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다. 파인버그가 정제하는 자유주의는 오직 해악과 혐오

유발행위의 악만을 방지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394) 따라서 악의 맥락에서 본다면 자유주의도 특정한

악(“해악”, “혐오유발행위”)의 방지가 형사법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

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명제의 함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

이 다시 제기된다. 왜 자유주의는 수많은 악 중 해악과 혐오유발행위

의 처벌만을 정당화하는가? 자유주의는 악의 방지라는 맥락에서 법도

덕주의와 중첩되는 것인가?

393)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4 Harmless 
Wrongdoing, 17쪽.

394) 위의 책, 3쪽,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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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악의 분류학

형사입법에 고려되는 악에는 크게 특정인을 향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는 악과 특정되는 피해자가 없어 비난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한다.

두 가지 악 모두 존재하는 것보단 없는 것이 나으므로 이를 제거하거

나 방지하는 것은 언제나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는 비난할 수 없는 악에 대한 금지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

는데, 이는 형사처벌을 발동하기 위한 비교형량의 저울 위에서 ‘비난할

수 없는 악의 방지’는 ‘자유의 추정’을 결코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의 침해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해악과 혐오유발행위의 방지, 즉 비난할 수 있는 악의 방지

만이 이러한 자유의 추정을 깨는 예외가 되어 ―자유주의 내에서― 처

벌을 진정으로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 다음의 표는 파인버그의 악의

분류체계를 개관하는 것이다([표 18]).395)

즉 ①비난할 수 있는 악은 곧 파인버그의 자유주의 기획에서 그 처

벌이 정당화되는 권리침해의 악으로서 앞서 살펴본 해악과 혐오유발행

위가 포함된다. 여기에 파인버그는 ‘착취적 부정의’의 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하게 행해졌을 때 해악의 원리에 의해 법적으로 처

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396) 예를 들어 무임승차의 경우 그 하나의 행

위가 해롭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가져가는 도덕

적 위법행위로서 비난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행해지

게 되면 해악의 원리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적) 해악397)의 요건을 갖

추게 되어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모든 악이 그러한 것은 아

니고 착취적 부정의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렇다.

395) 위의 책, 17-19쪽.

396) 위의 책, 18쪽.

397) 공익에 대한 침해는 1인칭 복수시점에서 집단으로서 비난할 수 있는 악이라 의

제된다.



- 159 -

입법에 고려되는 악

① 비난할 수 있는 악

(=권리침해)

①-1 해악

①-2 혐오유발행위

①-3 (착취적 부정

의)

② 비난할 수 없는 악

②-1

복지-관련적 악

(이익에 영향)

②-2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

②-1.1

-이익의 퇴보 X

(균형적 관점에서)

-위법행위 △

-예: 원치 않은 삶

②-1.2

-이익의 퇴보 ○

-위법행위 X

-예: 후견주의

[표 18] 입법에 고려되는 악의 분류

②비난할 수 없는 악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일치하거나 해당되는 사

람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악인데 크게 ②-1 이익

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관련적 악과 ②-2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

(free-floating evil)으로 구별된다. ②-1 복지-관련적 악이란 이익은 퇴

보되었지만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침해적 행위(②-1.2)나, 이

익에 영향은 미쳤으나 균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의 좌절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②-1.1)를 가리킨다. 전자는 경성후견주의의 사례

로서 이익의 퇴보가 처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유는 되지만 반대편에

놓인 자기결정권을 언제나 압도하지 못해 언제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다. ②-1.1에 속하는 것은 반사실적(counterfactual) 검사에

의할 때 A가 B를 위법하게 해로운(harmful) 조건에 놓았지만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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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harmed) 하지는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사고로 얼마

뒤 죽게 될 사람을 우연히 다치게 해 비행기를 못 타게 한 경우 혹은

해악의 원리에서 검토하였던 “원치 않은 삶”의 사례에서는 ‘이익의 퇴

보’가 수립되지 않는다.398) 만일 권리침해가 없고 균형적으로 해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를 처벌하는 것은 오직 후술할 “협의의 법도덕주

의”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애적인 관점에서 장

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며 이에 대한 처

벌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외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399)

②-2의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은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비교형량 저

울에 있어― ②-1보다 가벼운 것으로서 법도덕주의의 논의에서 말하는

‘비난할 수 없는 악’의 대부분을 이룬다. 즉 상술하였던 금기의 위반행

위나 사적으로 행해지고 해롭지 않은 관습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타인

혹은 행위자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행위, 악하거나 불순한 생각 등

등 특정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악한 행위들이 모두 여기에 속할

수 있다. 파인버그가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의 유형으로 제시한 것들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력 있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법도덕주의란 결국 비난할 수 없는 악,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부

유하는 악의 방지까지도 형사처벌의 정당화 이유로 제시하는 원리를

가리킨다.400)

398) 원치 않은 삶의 사례는 엄밀히 보면 위법하게 행위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없

기 때문에 실제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위법한 행위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은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면 해악의 원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못된 의도로 유전자 실험을 하는 등의 “범죄로서의 원치 않은 삶”이

그렇다. 그러나 균형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니라면 해악의 원

리는 이에 대한 처벌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피해자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파인

버그는 원치 않은 삶의 문제를 자유주의 기획의 큰 반론이자 예외로서 다루고 있

다.

399) 위의 책, 18쪽.

400) 위의 책,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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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도덕주의의 개념

⑴ 법도덕주의의 분류

특정한 종류의 악의 방지가 형사법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는 것을 자유주의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악과 혐오유발행

위를 제외한 비난할 수 없는 악은 언제나 자율성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의 정당화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자유주의와 완전

히 양립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자유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법도

덕주의에서는 형사법이 타인에 대한 해악이나 혐오유발행위가 아닌 다

른 악, 즉 비난할 수 없는 악을 방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고 말한다. 이를 “광의의 법도덕주의”라 한다. 비난할 수 없는 악(“자

유롭게 부유하는 악”)에는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급격한 사회변

화, 동의된 착취행위, 타락한 취향(taste) 등이 속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법도덕주의의 입장을 파인버그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

하여 제시한다: ㈀ 협의의 법도덕주의, ㈁ 도덕적 보수주의, ㈂ 착취원

리, ㈃ 완전주의. 즉 각각은 비난할 수 없는 악이 형벌로서 방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 도덕의 강제, ㈁ 전통적 삶의 방식의 보존, ㈂ 부당이

득의 방지, ㈃ 인격의 완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401) 2.이하에서는

㈀을 협의의 법도덕주의, ㈁·㈂·㈃을 기타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으로

나누어 그 세부논거를 다시 검토한다.

“협의의 법도덕주의”는 광의의 비난할 수 없는 악 중 오로지 본질

적으로 부도덕한 것의 방지만이 형사법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402) 법도덕주의는 광의-협의 외에 진정-부진정의 개념표지로도

분류될 수 있다.403) 즉 해악이나 혐오유발행위에 도움을 받지 않고 오

로지 악의 본질적인 성격에 의해서만 처벌을 정당화하는지 여부에 따

라 진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상술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법도덕

401) 위의 책, 3-4쪽.

402) 위의 책, 4쪽.

403) 위의 책, 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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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표 19]).

진정 부진정

광의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의

방지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이

해악이나 혐오유발행위를

야기하는 것의 방지

협의

해악과 혐오유발행위를

제외한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의 방지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목격자에게

혐오유발행위가 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해악이

되는 것의 방지

[표 19] 법도덕주의의 분류에 따른 처벌의 이유

⑵ 법적 후견주의와 법도덕주의의 지위

형사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문제가 결국 비난할 수 있는 악과

비난할 수 없는 악 중 어느 것까지를 형사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할

지의 문제로 재편된다면 법적 후견주의에 있어서도 그러한 정의를 다

시금 언급해줘야만 한다. 파인버그의 자유주의가 법도덕주의를 일단은

유효한 자유제한원리라라 인정하지만 자유의 추정을 절대 압도할 수

없어 실제 처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법적 후견주의와

는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법도덕주의와는 ‘악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일

부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404) 따라서 권리를 침해하는 해

악이 아닌 ‘비난할 수 없는 복지-관련적 악’의 방지 또한 언제나 형사

법을 정당화하는 좋은 이유가 되며, 유효한 자유제한원리로서 법적 후

404) 위의 책,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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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 역시 실제로는 형사법을 정당화하지 못하더라도 의미상으로는

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자유주의적 자유제한원리 두 가지는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405)

자기결정권과의 형량의 문제에 있어 법적 후견주의와 법도덕주의가

차지하는 지위가 달라진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즉 자발적으로 감수된

해악은 애초에 악이 아닌데, 이는 언제나 개인적 주권과 형량이 되어

야만하고 자기결정권은 애초에 -언제나 다른 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형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 법도덕주의 상의 “해롭지 않은 악”도

똑같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자발적 행위란 단

지 직접적으로 타인의 이익이나 감수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면 “해롭지 않은 악”도 결국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

에 개인적 주권과 형량이 되는 것이다. 만일 타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악을 창출하는 결정이 자기결정권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형사적 간섭이 가능한 것으로 생

각될 수 있다. 즉 행위자 스스로의 좋음은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행위자가 알아서 할 일이나,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은 “내 일(my

business)”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적 후견주의와 법도

덕주의는 자유주의에서 배척되는 자유제한원리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

지 않게 된다.406) 이것이 곧 파인버그가 그리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이

며, 결국 법적 후견주의와 법도덕주의는 비자유주의적인 자유제한원리

로서 동등한 지위를 회복한다.407) 생각건대 직관에 의하더라도 자유에

대한 간섭범위가 훨씬 넓고 그 근거의 추상도가 높은 법도덕주의가 법

적 후견주의보다 자유주의에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405) 위의 책, 7쪽.

406) 위의 책, 7쪽.

407) 위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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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주의와 법도덕주의

⑴ 자유주의와 법도덕주의의 구별

자유주의와 법도덕주의는 형법의 핵심영역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그 주변영역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덕

주의자들은 도덕적 악이야말로 모든 자유제한원리의 논리적 전제가 된

다고 주장한다.408) 즉 모든 형법규범에는 행위의 반가치 판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자유제한원리 역시 특정한 종류의 도덕을 관

철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인버그는 형사법이라는 기구가 처벌

을 함으로써 어떠한 도덕적 판단에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자유

제한원리는 어떤 도덕의 일부를 강제하는 원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유주의는 특정한 도덕 견해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리를 보

호하고 해악을 방지하는 것에 일차적으로 봉사하면서 우연적으로 특정

한 도덕적 판단을 강화하는 것이라 반박하고 있다.409)

각 자유제한원리에 대하여 도덕적 악이 그 전제가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겠다. 먼저 일부 부진정 법도덕주의자들은 해악의 개념을 적용

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이익이 보호되어야하는지 도덕적으로 결정되어

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 악은 해악에 전제되는 개념이라 하였다.410) 그

러나 해악의 원리는 개인적 자율성 및 권리의 존중이라는 도덕 원리,

오직 그것만을 강제할 뿐 모든 종류의 올바른 도덕적 판단들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다.411) 즉 해악의 원리의 적용은 일부 도덕적 요구들과

우연적으로 일치하거나 중첩될 뿐이다. 타인의 도덕적 권리를 변명할

수 없게 침해하는 것은 부도덕하긴 하지만, 이 때의 국가간섭은 해로

움과 해로운 행위와 관련되지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성격에 관련하는

것이 아니다. 밀은 이에 대해 법도덕주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408) 위의 책, 10쪽.

409) 위의 책, 10-14쪽.

410) Neil MacCormick, Legal Right and Social Democracy, Oxford: Clarendon

Press, 1982, 29쪽; Ernest Nagel, "The Enforcement of Morals," The Humanist,
1968, 19-27쪽.

411) Joel Feinberg, 앞책(주 393),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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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모든 다른 시민의 도덕적(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이익의 침해가 전혀 없고

심지어 부도덕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권리 침해로서 해악으로

보아야한다고 비판하였다.412) 모든 사람이 가지는 사회권은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대응하는 이익도 없다는 것이다. 네이글은 또한 혐오유발

행위 또한 도덕적으로 그것이 부도덕하다는 판단이 있기에 금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적불법방해를 야기했기에 부도덕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 아니라, 애초에 공적불법방해가 되는 이유가 그것이 부도덕한 행위

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13)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거나

부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본질적으로 사악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 그를 원치

않게 목격한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도덕주의는

해악이나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 전제가 되지 않는다.

하트-데블린 논쟁414)에서는 도덕주의가 법적 후견주의에 전제가 되

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었다. 하트는 일부 물리적 후견주의는 자유주의

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는데, 데블린은 이러한 구별이

모호하며 물리적 해악과 도덕적 해악을 나눌 이유 없이 일단 도덕주의

적 (법적)후견주의를 인정하면 바로 법도덕주의로 이어질 것이라 하였

다.415) 그러나 상술한 해악의 정의에서 파인버그는 도덕적 해악을 분

명한 이유로 제외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몸이 다치는 것은 분명한 이

익의 퇴보로서 다른 좋음을 증진시키는 데 큰 장애가 되지만 성격의

문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파인버그는 자유주의에서 받아들

이는 해악의 원리 등 역시 일정한 도덕적 판단을 포함하긴 하지만 도

덕주의 원리들보다는 그 적용범위가 훨씬 좁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

별될 수 있다고 한다.416)

412) 밀, 앞책(주 23), 150-51쪽.

413) Ernest Nagel, 앞글, 26쪽.

414) 하트-데블린 논쟁에 대해서는 본문 8쪽 이하 참조.

415) Joel Feinberg, 앞책(주 393),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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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자유주의의 예외 -“원치 않은 삶”의 문제417)

그러나 자유주의는 비난할 수 없는 악의 특정 종류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특히 복지적 이익 관련범주에서 그렇다.418) 대표적인

것이 출산 전의 (위법)행위에 의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원치 않은 삶’

의 문제이다. 파인버그는 일관되게 원치 않은 삶의 문제에 있어 아이

는 피해자로서 부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419)

부모는 아이를 해로운 조건에 놓았지만 유일한 대안은 생명의 부존재

이기 때문에 균형적 관점에서 ‘이익의 퇴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인버그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해서

도 너무나 태만하였거나 심지어 다분히 고의성을 갖고 불행을 야기한

부모는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자들은 도덕주

의적 이유는 자유의 추정을 절대 깰 수 없다는 원칙에 예외를 만들게

된다.420)

파인버그는 ‘피해자 없는 범죄’의 수립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소 부주의한 부모에게서 태어

난 아이는 해악을 당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법하게 취급된 피해자

라 할 수 없으며, 스스로 부모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

다. 그러나 아이를 임신하고 악의적으로 장애를 유발하기 위해 마약을

복용한 것이라면 이때의 출산된 아이는 피해자가 된다.421) 즉 잘못된

임신이 가져오는 악은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과는 구별되게 매우 중한

것이며, 이때의 이익은 자유롭게 부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

416) 위의 책, 17쪽.

417) 위의 책, 325-8쪽에서도 다시 언급.

418) 위의 책, 25쪽.

419) 본문 제 3장 제 1절 2. (2) 출생과 해악 참조.

420) 위의 책, 30쪽.

421) 위의 책, 30쪽; 그러나 만약 마약을 오래 전부터 복용하다가 장애의 위험을 알

고도 임신한 것이라면 유일한 대안은 부존재였으므로 출산된 아이는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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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가 아주 ‘예외적으로’ 양보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422) 생각건대 악의적으로 출산 후 아이의 장애를 목적한 것이라면

‘피해자 있는 범죄’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는 악에 대한

자유의 추정의 예외적 양보 사례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4) 소결

법도덕주의는 비난할 수 없는 악에 대한 방지를 형사법의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로 제시하는 자유제한원리를 가리킨다. 악이란 사회 전체적으

로 봤을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선호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해

악이나 혐오유발행위 뿐 아니라 행위자 스스로에 대한 해악, 사적으로

행해지는 부도덕한 행위, 성격적인 타락, 관습이나 종교적 금기에 대한

위반행위 등 광범위한 유형이 포함된다. 해악과 혐오유발행위가 특정인

을 향하여 도덕적 비난이 가능한 것이라면 권리침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 비난할 수 없는 악이라 한다. 자유주의에서는 오직

해악과 혐오유발행위만을 형사처벌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

는데, 비난할 수 없는 악을 방지하는 것은 형벌을 발동하는 비교형량저

울에 있어 자유의 추정을 절대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

주의자의 관점에서 법도덕주의는 유효한 자유제한원리로 인정은 되지만

실제로 형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자

유주의에서 배척되는 자유제한원리로서 법적 후견주의와 동등하게 취급

하려면 법적 후견주의 역시 이론적으로 참이 될 수는 있지만 자기결정권

과의 형량에서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것이라 보게 된다.

‘피해자 없는’ 비난할 수 없는 악의 종류에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경우와 해당되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 전자가 법적 후견주의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으로서 궁극적으

로 광의의 법도덕주의에서 방지하려는 악에 해당된다. 파인버그는 자유

422) 위의 책,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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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부유하는 악의 다양한 유형을 임의로 제시하되 크게 네 가지로 그

것의 방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이기에 방지해

야한다는 협의의 법도덕주의, 전통적 삶을 보존해야한다는 도덕적 보수

주의, 부당이득을 방지해야한다는 착취원리, 인격의 완성을 추구해야한다

는 완전주의가 그것이다. 이중 협의의 법도덕주의는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 중 오직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만을 방지하는 것이다. 법도덕주의는

해악이나 혐오유발행위에 의거하지 않고 오로지 악의 방지만을 규범목적

으로 삼는지 여부에 따라 진정 법도덕주의와 부진정 법도덕주의로 다시

금 구분된다.

일부 도덕주의에서는 자유주의 역시 도덕주의의 한 종류라 말하기도

한다. 도덕적 악이 모든 자유제한원리에 전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근거이다. 예를 들어 해악은 어떤 이익이 보호되어야하는지의 도덕적

판단을, 혐오유발행위는 그러한 행위가 부도덕하다는 선결적 판단이 있

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인버그는 권리를 보호하고 해악(및 혐

오유발행위)을 방지하려는 목적 하에 형사처벌은 특정한 도덕적 판단과

우연적으로 일치하고 그것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강화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특정한 종류

의 도덕을 강제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덕주의와 구별

된다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는 권리와 자율성의 존중을 관철하려는 도덕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적용에서 특수한 도덕적 요구들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도덕주의와 중첩되지만 그 적용의 범위와 목적에 있

어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기획의 이분적 구조에 예외가 되는 문제가 있

다. “원치 않은 삶”의 문제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는 균형적 관점에서

이익의 퇴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는 악에 해당되

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과는 확실히 구별되며 그 심각성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의 처벌에 대한 양

보를 감행하게 되는데, 부모가 임신 후 악의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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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아이를 피해자라 본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본다면 이는 비난할 수 있

는 악으로 전환되므로 자유주의에 모순적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도덕주의 안에 포섭되는 비난할 수 없는 악, 즉 자유롭

게 부유하는 악들이 ―자유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반대편에 놓

여 있는 자유의 추정을 깨고 형사처벌이 되려면 얼마나 ‘무거워야 하는

지’를 검토한다. 자유주의 기획에 의한다면 이는 오로지 부진정 법도덕주

의인 경우, 즉 해악과 혐오유발행위에 그 처벌의 정당성을 의존하는 경

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2. 협의의 법도덕주의-본질적으로 부도덕한 악

1) 협의의 법도덕주의의 개념

이를 두고 “도덕의 강제(enforce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유제한원

리로서 협의의 법도덕주의는 “행위자 혹은 타인에게 해악이나 혐오유발

행위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명제를 가진다. 여기서 형사법은 특정한 행위

를 오직 그것이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광의의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 중 오직 도덕적인 악, 도덕 원리나 규

칙의 위반인 것만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의 도덕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객관적으로 “진실인 도덕(true morality)”으로서 모든 국가와 공

동체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고 특정한 관습적 규범을 비판하는 기준이

되는 이성적 규범체계 혹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립된 공동체

의 관습적인 규범이 그것이다.423) 협의의 도덕주의자들이 강제하고 싶은

것은 전자의 “진실인 도덕”인 것으로, 후자의 관습규범은 도덕적 보수주

의에 관계한다고 하겠다.

423) 위의 책,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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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버그는 협의의 법도덕주의 이론들은 다음의 세 가지 명제를 공통

적으로 주장한다고 정리한다.424)

㈀ 진실한 도덕에 반하는 의미에서의 악은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에 해

당된다.

㈁ 진실한 도덕에 반하는 의미에서의 악은 그것이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이라고 하더라도 금지될 수 있다.

㈂ 악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악을 처벌하는 것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이때 자유주의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명

제의 하나의 도덕 원칙을 전제로 삼는다고 한다면, 자유주의 또한 협의

의 법도덕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진실한 도덕’을 강제적으로 관철하

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협의의 법도덕주의는 단지 이때의 진실한 도

덕의 범위와 내용에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들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한다

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구별될 뿐이다.425)

2) 진정한 협의의 법도덕주의 -검투사의 예

진정한 협의의 도덕주의 이론 주장자들은 내재적 혐오감이라고 하는

직관에 의해 “X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악”이라는 명제로부터 “X

는 형사법에 의해 정당하게 금지될 수 있다”는 명제를 직접적으로 추론

해낸다. 그러나 파인버그는 이러한 자유제한원리는 신 혹은 자연법적인

질서로 통치되던 시대에나 통용되던 것으로서 오늘날의 문제 사례에 대

해서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한다.426) 즉 “신이 금지하셨다” 등

424) 위의 책, 125-6쪽.

425) Gerhard Seher, 앞책(주 20), 150쪽.

426) 위의 책,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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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이상학적인 전제로 소급하지 않고서는 부도덕한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ring Kristole은 검투사의 예를 가정하여 부도덕하여 내재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동의한 성인이 하는 행위라면

자유주의에서는 형사처벌로 규제할 수 없음을 제시한다.427) 즉 직업적

검투사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관객들 앞에서의 죽음에 대해 동의하고 결

투를 하며 이러한 결투는 텔레비전을 통해 역시 자발적인 시청자들에게

송출된다고 가정한다.428) 아무리 엄격한 자유주의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피의 축제에 대해 직관적인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곧 없는 것이

더 나은 ‘부도덕으로서의 악’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악의 방지의 바람직함의 무게는 자유의 추정을 깨기에는 불충분한데,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결투가 야기하는 해악과 불쾌한 장면에 대해 검투사들과 관중 및

시청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피해자가 없으

며 따라서 해악의 원리나 혐오유발행위의 원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

다.429)

만일 자유주의에서 이러한 결투놀이를 정당하게 금지하려면 행위의 본

질적인 부도덕성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결투를 공적으로 허용하는 것

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약화시킨다는 논변에 호소해야만 한다.430) 즉

관중들의 도덕적인 무감각화는 보편적인 폭력행위의 증가를 가져오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해악이 발생될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때의 금지를 지지하는 직관은 해악의 원리에 의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

진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자발적 노예화의 사례처럼 이러한 ‘자유의

박탈’에 동의할 자유는 애초에 없다고 보아 결투행위의 자발성을 의심하

427) Irving Kristol, "Pornography, Obscenity, and the Case for Censorship," The
New York Times Magazine, 1971, Joel Feinberg, 앞책(주 393), 129-133쪽에서

재인용.

428) 위의 책, 129쪽.

429) 위의 책, 129쪽.

430) 위의 책,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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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도 자유주의와 조화되는 것이다.431)

3) 부진정한 협의의 법도덕주의 -데블린의 논의

파인버그는 부진정한 협의의 도덕주의의 대표자 데블린은 자유롭게 부

유하는 악의 가벌성에 대해 추가적인 이유로서 이것을 금지하지 않을 때

의 사회적 해악을 제시한다고 본다. 이러한 간접적인 결과해악을 해악의

원리에 의해 방지할 것을 꾀하는 것이다.432) 데블린은 소위 해체명제를

들어 사회가 도덕의 판단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면 이를 형법이라는 수단

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다고 논증한다.433) 한 공동체의 도덕적 합의의

완화와 정치적 반역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의 전복이 국가의 해체

로 이어지듯이 도덕적 화합의 상실은 곧 사회의 해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파괴의 방지처럼 도덕적인 악 역시 형법을 통해 방지되어

야 한다.434)

그러나 파인버그는 이는 인과관계의 지나친 확장이며 우선 데블린이

말하는 도덕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한다.435) 즉 데블린의 도덕은 이

성적인 평균인의 확신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것은 협의의 법도덕

주의에서 말하는 비판적인 이성적 규범체계로서의 도덕이 아니라 그때그

때의 우연한 사회도덕과 연관을 맺는다는 것이다. 데블린의 말을 따르면

객관적으로 진실한 도덕의 기준은 평균적인 시민의 지배적인 합의에 근

거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국이나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차별 역시

그것이 평균시민의 지배적인 합의에 합치하는 한 객관적인 도덕의 기준

에 충족했다고 옹호받을 수 있다.436) 따라서 만약 협의의 법도덕주의로

서 데블린의 해체이론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지 기존의 사회 도

431) 위의 책, 331쪽.

432) 위의 책, 133-4쪽.

433) Patrick Devlin, 앞책(주 33), 135-6쪽.

434) 위의 책, 13쪽.

435) Joel Feinberg, 앞책(주 393),

436) 위의 책,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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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을 유지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도덕적 보수주의와 다를 바가 없

다.437) “종교적 죄악”과 “도덕법”이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확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도덕을 강제해야한다고 보는

점에서 이는 공적 해악의 원리와 도덕적 보수주의의 원리를 반복하는 것

이다. 또한 형사법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메커니즘”을 채택할 수도 있

다는 것은 형사법의 본질적인 작용형태가 상징적인 도덕적 비난의 판단

을 공표하고 이를 처벌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에서 참이 되지만, 상술하였

듯이 모든 종류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을 관철하는 것은 아니다.438)

파인버그는 또 다른 법도덕주의자 스테픈의 본래의 논의 역시 내적으

로 모순성을 가진다고 비판한다.439) 파인버그가 보기에 그는 명시적으로

처벌의 응보이론을 채택하였으나 응보가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이 해당되

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다.440) 처

벌의 응보이론이 이 협의의 법도덕주의의 교리로 포함된다고 한다면 협

의의 도덕주의는 전체로 보아 내적 모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4) 소결

협의의 법도덕주의는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 중 오직 부도덕한 것만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한 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입장이다. 이때의 ‘부

도덕’이란 객관적으로 진실하며, 비판합리적 차원의 이성적 규범체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협의의 법도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데블린과 스

테픈을 꼽을 수 있다.

법도덕주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비난할 수 없는 악도 처벌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의 가벌성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관건이 된다. 진정한 협의의 법도덕주의에서는 이를 내재적 혐오감으로

437) 위의 책, 138쪽.

438) 위의 책, 140쪽.

439) 위의 책, 158쪽.

440) 위의 책,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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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추론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직관은 신이나 자연법이 전제가

되지 않는 오늘날에는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결

투를 행하는 검투사의 행위는 그것이 혐오감을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 할

지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동의된 이상 해악

의 원리나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 있어서는 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없

다. 만약 그를 시청하는 시민들의 도덕감의 둔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폭

력성의 증가가 공적 해악이 된다면 자유주의에서도 이를 정당하게 처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부진정한 협의의 법도덕주의는 단순한 내재적 혐오감이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들어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정당화한다. 이러

한 주장의 하나로서 데블린은 사회 전체를 통합시키는 도덕성의 완화는

국가기관의 전복처럼 사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

덕적 악은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방지되어야하는 것이다. 그

러나 파인버그는 데블린의 주장이 협의의 법도덕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

을 지적한다. 즉 데블린은 공동체의 기존 도덕을 기준으로 삼는데 반해

협의의 법도덕주의는 객관적으로 진실한 도덕규범을 근거로 한다.

3. 기타의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의 방지

1) 도덕적 보수주의(Moral Conservatism)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악은 전통적 생활방식을 고수하려 하는 도덕

적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 비난할 수 없는 악이 된다.441) 예를 들어 과

거 색슨 족(Saxon) 언어의 소멸이나 진화과정에 있어 오스트랄로피테쿠

스의 멸종은 누군가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여

441) 위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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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졌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게는 사회의 전통적 생활방식을 급진적인 변

화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형법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악은 구체적으로 문화적 공동체의 파괴, 기존 가치들의 소외현상, 생활방

식의 조악화에 의한 삶의 질 감소 등의 결과해악의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덕적인 보수주의는 보통 부진정한 형태를 갖게 된다. 여기서는

협의의 법도덕주의에서와 같이 “진실한 도덕”의 방어가 아니라 이미 성

립되어 있는 기존 도덕의 유지가 목표가 된다.442)

부진정한 도덕적 보수주의는 도덕적으로 일탈되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근거를 먼저 다수의 동의 없이 그들의 생활방식을 무시하거나

이를 변화시키는 행위는 불공정하다는 논거에서 추론한다. 그러나 이처

럼 다수에게 도덕적인 안정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이는 필연적

으로 도덕적인 전체주의 혹은 종교나 인종적 독단주의로 이를 수 있다.

인간적인 속성 및 다양성의 관점에서 특정사회의 다수인들의 도덕을 관

철시키는 것은 또한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443) 부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또한 도덕적으로 다수의견인 자신의 의견과 다른 어떠한 행위방식도 존

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이익을 갖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다른 행위에 의

해 그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해악의 원리

에 의해 그 처벌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인버그의 자율성 및 자

기결정권의 영역의 경계에 의할 때 이러한 소수의 ‘일탈적 행위’는 직접

적으로 타인에 관련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관계적 결정에 속하므로 보수

주의자들의 이익은 양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반면 진정 법도덕주의는 다수의 도덕의 변화로 이를 수 있는 도덕적으

로 일탈된 사적인 행위가 가지는 본질적인 악의 성격이 바로 처벌의 근

거라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는 급격한 사회도덕의 변동이 하나의

악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처벌을 반대할 수 있다. 먼

저 원칙적으로 이러한 악은 비난할 수 없는,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이기

442) 위의 책, 40쪽.

443) 위의 책, 5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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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유의 추정을 깰 수 없다. 또한 보수주의자들 일부에게 사회도

덕의 변화는 손실일 수 있겠으나 균형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발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수가 가치를 관철하는 힘은 충분히 크므로 형법의

수단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444)

2) 착취원리(Exploitation Principle)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착취행위

는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가 없을 때 법도덕주의에 의해 그 처벌이 정

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445) 착취란 부당한 불공정한 이익의 획득의 악

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침해적인 착취와 자유롭게 부

유하는 악으로서의 착취로 구별될 수 있다.446) 전자에는 강제적 압력이

나 기만 등이 개입하여 착취된 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속

한다. 또한 착취적 부정의로서 해악이나 혐오유발행위는 아니지만 비난

받을만한 악에 속하는 행위들도 여기 포함된다. 예컨대 타인의 정직성의

이익을 편취하는 무임승차 등의 행위가 그러하다. 침해적인 착취는 해악

의 원리에 의해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으

로서의 착취는 착취당한 자가 착취한 자에게 어떤 비난도 할 수 없는 경

우인데, 왜냐하면 그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동의를 했거나 혹은 그에게

어떠한 해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피착취자의 긴급한 상황

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강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여기

에 속한다. 이러한 후자의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으로서의 착취는 법도덕

주의에 의해 비로소 그 가벌성이 인정된다. 즉 부당한 이익의 방지는 형

사처벌의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447) 이것이 오직 그

이득의 부도덕성을 문제삼을 때 착취원리는 협의의 도덕주의를 표방하

444) 위의 책, 65쪽.

445) 위의 책, 176쪽.

446) 위의 책, 211쪽.

447) 위의 책, 212쪽.



- 177 -

며, 또한 간접적인 결과손해 때문이 아니라 악 자체로서 방지되어야한다

는 의미에서 진정한 형태를 갖는다.

파인버그는 무임승차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해악을 만들

지 않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되어 축적될 때 중요한 사회제도들에 대

한 잠재적 해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448) 그러나 그 이외의 자유롭

게 부유하는 악으로서의 착취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처벌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임에도 불

구하고 착취행위로서 형법에 규율되는 것이 있다면 자유주의 형법관에

따를 때 이는 간접적으로 야기되는 해악으로 전환하여 다루거나 비범죄

화되어야하는 것이다.

3) 법적 완전주의(Legal Perfectionism)

개인이 도덕적·복지적 이익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형법을 정

당화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법적 완전주의의 내용이다449). 이것은 악

을 저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로움(benefit)을 수여하는 자유제한원리라

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 파인버그의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완

전주의는 주로 인간의 성격적인 발전을 형법의 수단을 통해서 추구한다

는 엄격한 형태이다. 이는 크게 후견주의적 완전주의와 이익 원리로서의

완전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완전주의는 도덕적 후견주의와 결합하여 행위자 자체의 성격을

발전시키는 것을 형사법의 목적으로 삼는다.450)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간성격의 평가적인 비교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러 개인들의 성격적

특성을 형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형법이 함양해야할 ‘좋은 성격’이

무엇인지 기준을 세울 수 없다. 또한 도덕적인 미덕들을 인간에게 내면

448) 위의 책, 209쪽.

449) 위의 책, 277쪽.

450) 위의 책,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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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기능은 형법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451) 형법은 단지 행위

의 반가치를 말하면서 소극적인 행위규범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굳이 완전주의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해악의 원리를 주장하

면 된다. 타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덕성을 강화하는

일은 곧 해악의 원리에 의해서도 충족되기 때문이다.452) 또한 완전주의

는 행위자 스스로의 좋음을 위해 성격적 덕성의 배양을 말할 때 보다

(도덕적) 후견주의의 속성을 갖는데 이는 또한 개인적 주권에의 존중이

라는 가치를 압도해야만 비로소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주의는 제 3자나 사회전체의 이익의 촉진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

날 수도 있다.453) 예를 들어 조세회피와 관련된 형법에 있어 세금을 내

야하는 의무는 해악의 방지에 대한 기여로만 근거지워지지 않고, 이익을

수여하는 급부조치들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치안이나 사회부조와 같이

최소한의 시민이익의 직접적인 보호에 사용되는 세금지출에 관해서는 해

악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급부조치와 관련해서도 계획된

예산이 지불되지 않으면 수혜자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는 별도의 도덕주의적 이익 원리를 들 것이 아니라 해악의 원리를

세분화하여 처벌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454)

4) 소결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악을 제외한 기타의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은 크

게 급격한 사회도덕의 변화, 부당이득의 획득, 성격적 타락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으로서 그 피해자가 없기 때문

에 비난할 수 없고 따라서 자유주의에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

다.

451) 위의 책, 284쪽.

452) 위의 책, 285-6쪽.

453) 위의 책, 311쪽.

454) 위의 책,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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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덕적 보수주의는 급격한 사회도덕의 변화가 전통적 생활방식을

고수하려는 집단에게 비난할 수 없는 악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때 관건이 되는 것은 진실한 도덕의 보호가 아니라 당대의 사회도덕의

유지가 된다. 이러한 악의 가벌성은 그러한 변화가 다수에게 불공정하다

거나 다수의 행위방식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사람의 이익에 해악이 된

다는 것으로 주장되어진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인 전체주의를 야기하며

행위의 자기결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대되어질 수 있다.

착취원리는 타인을 이용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행

위 중 그것이 해악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인 경

우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즉 착취행위에 동의를 하였거나 실제로 해악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가 여기에 포함된다. 파인버그는 무임승차와 같이 ‘착

취적 부정의’의 사례는 그것이 지속되면 사회에 간접적인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해악의 원리에 의해 그 처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

한 ‘간접적인 해악’의 논리를 일부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으로서의 착취에

도 적용시켜 자유주의와의 조화가능성을 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고려되는 법적 완전주의는 인간의 성품 배양은 형

사법의 언제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원래 법적 완전주의는 해

악의 방지가 아니라 이익의 수여를 목적하는 자유제한원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간 성격의 특성은 비교형량될 수도 없으며 그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운 것이고, 형벌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를 발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도덕적 후견주의의 관점에서 성격적 타락의 방지가

행위자 스스로의 좋음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압도할 수 없다. 즉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은 파인버그의 자유주의 기획

에 있어 형사법의 정당한 규율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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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1.

파인버그는 자유를 오직 국가의 강제가 없는 상태로 파악하고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형법의 범위를 구획 짓는다. 형사제

재는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침해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되어

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은 자유와 권리의 존중이라는 자유주의의

도덕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한편 자유에 대한 간섭을 규범적으

로 정당화하는 기준을 자유제한원리라 부른다. 각각의 자유제한원리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서로 다른 자유간섭범위를 나타내는데, 자유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형법체계는 자유에 대한 제한범위가 가장 좁은 자유제한

원리만을 사용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의 자유주의는 해악

의 원리만을 오직 유효한 자유제한원리라고 하였다.

파인버그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수호하면서도 입법 실천을 지도하는 원

리로서 이를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악

의 원리만을 오직 유효한 자유제한원리라 말할 때 생기는 모순들이 그의

연구에서 다루어져야할 쟁점이 된다. 이러한 모순은 해악의 원리를 실천

적 적용상 제한할 것과 확대할 것, 두 개의 방향으로 제기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의 연구는 형사입법을 지도하는 원리로서 해악의 원리를 설

득력 있게 조탁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황에 맞게 제한하거나 다른 도덕원

리 혹은 자유제한원리에 의해 보완할 것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고 하겠다. 만약 자유제한원리의 분류의 관점에서 본다면, 파인버그의 자

유주의는 해악의 원리를 오직 혐오유발행위의 원리에 의해서만 보완하고

자유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원리로서 법적 후견주의와 법도덕주의를

배척하는 이중 구조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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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는 형사입법의 실제와 규범적 차원의 정당화를 조화시켜야하

는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직관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

다. 즉 해악의 원리에 포섭되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 중 무엇이 형법의

규율대상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임의적인 추출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

는 이것을 합리적인 논증으로 구성하기 위해 ‘윤리적인 정합적 방법론’을

채택한다. 즉 자유와 국가형벌권의 근거에 대해서도 메타윤리적인 정당

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가 되

는 도덕적 믿음들이 이와 정합성을 이루기만 하면 논증은 합리적으로 도

출된다는 것이다.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도덕적 직관들을 통해 특

정한 자유제한원리의 채택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는 밀의 공리주

의를 파인버그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율성은 항상 존중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자유에 대한 국가간섭은 언제나

도덕적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가 선택되었다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행위들의 처벌에 대한 도덕적 요청들은 이것과 정합체계를 이루

고, 그 결론으로서 해악의 원리의 허용이 검증되는 것이다.

2.

해악의 원리: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는 것은 형사법을 정당화하는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이다.

해악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것이 오직 유효한 자유제한

원리라고 할 때 비로소 논쟁이 발생한다. 해악의 개념은 비규범적인 차

원과 규범적인 차원 두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해악은 법적으로 보호되

는 실체적 이익의 퇴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때의 이익은 이면적이고

장차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수단적 이

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명·자유·신체적 안전의 이익 등을 말할 수 있

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만 공적 이익도 그것이 실체적일

때에는 포함될 수 있다. 단순한 심리적 만족이나 도덕적 이익의 경우는



- 182 -

형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불쾌한 상태의 경우

구체적인 이익의 퇴보는 되지 않지만 그 악의 성질이 나쁜 것이기 때문

에 해악의 원리를 보완하는 별도의 자유제한원리에 의해 처벌되게 된다.

규범적으로 해악은 도덕적으로 변명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이는 타인의 도덕적 권리에 대한 침해

가 된다. 동의 원칙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면 스스로 동의하는 것은 자신

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오직 동의하지 않은 타

인으로부터의 해악만이 위법하다고 말해진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규범적

인 설명과 비규범적인 설명을 모두 충족하는 ‘타인의 이익을 위법하게

퇴보시키는 행위’만이 오직 해악의 원리가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배제되는 행위들 중 그 처벌에 대한 요구가 도덕적으로

강하게 제기되거나 실제로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처벌이 되고 있는 것들

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적(경험적) 사태들이 규범적 차원에서도 정당

화될 수 있는지가 파인버그 자유주의가 갖는 실천적 설득력의 관건이 되

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인 서술 형태의 해악의 원리는 그것이 적용될 때

몇 가지 준칙들에 의해 조정될 필요성도 지닌다. 따라서 그는 자유주의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는 주변부 사례들을 개별적 조정 공리들을 통

해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논증을 전개한다. 사례의 추출에 반영되는 직관

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논증부담은 윤리적 정합적 방법론에 의해 희석될

것이다.

먼저 ‘살아있지 않은 사람과 해악의 문제’에서는 죽음 이후와 출생 전

각각 해악을 겪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해악을 겪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지만 죽음은 보다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의 이익’을 퇴보시킨다. 출생 전 해악을

겪는 문제는 ‘원치 않은 삶’의 논쟁과 관련이 있다. 파인버그는 부모나

의사는 일정한 원인제공을 통해 아이를 선천적 장애라는 해로운 조건에

놓이게 하지만, 더 나은 조건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해악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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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면 단순히 해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은 부존재보다 더 나쁘다

고 할 수 없기에 해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해악을 방

지하지 않는 행위의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악을 야기하는 행위와 부

작위에 의해 해악을 방지하지 않는 행위를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위급상황에 빠진 사람의 구조요청에 응하

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익의 퇴보를 야기한 사람은 때에 따라 해악의 원

리상 처벌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때 구조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특정되고 구조로 나아가는 데 불합당한 불편함이 없기 때

문에 권리의 침해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의 논

의”). 마지막으로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해악의 문제’에서는 해악은

발생하지만 실천적으로 그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운 세

가지 사례들이 논의되어진다. 파인버그는 환경오염과 같이 해악의 원인

제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체제의 확립을 통해 각 기여행

위자에게 책임을 분배하는 방식이 합의될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이익

이 오직 다른 사람의 이익이 퇴보되어야만 보장받는 경쟁적 이익의 특수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악의 처벌대상에서 배제되지만 경쟁이 정의롭지

못하여 위법행위가 될 때에는 당연히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모방

범죄 등에 있어 제작자의 원인제공성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다투어질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민사적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파인버그가 해악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구속받는 공리들

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De minimis non curat lex. 사소한 해악은 제외한다.

㈁ 해악의 가벌성을 형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해악의 심각성이 클수록 필요한 확률은 더 적다.

b. 해악의 확률이 클수록 필요한 심각성은 더 적다.

c. 해악의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덜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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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d. 위험한 행위가 더 가치있을(유용할)수록 해로운 결과에 대한 위

험을 감수한 것이 더 합당하게 된다.

e. 해악의 위험이 더 합당할수록 그를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는 더 약해진다.

㈂ 형사법은 비정상적인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 축적된 해악이 창출될 때에는 면허부여제도를 통해 행위를 규제해

야만 한다.

㈄ 다른 종류의 이익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형량된다.

a. 필수성

b. 다른 공적·사적 이익에 의해 강화되는 정도

c. 본질적인 도덕적 가치

㈅ 자유에 대한 이익은 예외적으로 더 큰 이익을 방지해야할 때만 간

섭되는 것이다.

3.

혐오유발행위의 원리: 타인에 대해 불쾌한 마음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형사법을 정당화하는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이다.

타인에게 회피할 수 없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혐오유

발행위는 해악에는 포섭될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 강한 처벌에의 요구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해악의 원리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제한원

리로서 혐오유발행위의 원리가 제시된다. 이는 비규범적인 차원에서 불

쾌한 마음상태, 규범적인 차원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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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가진다. 그러나 이는 실천적으로 해악의 야기 사례보다 경하게

침해되는 것인데 파인버그가 이를 공적불법방해로서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사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근린방해는 오직 민사적으로 다투어지는 반

면 이것이 공적으로 원하지 않는 불특정한 시민들을 향할 때 이를 형법

규칙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근린방해론은 기본적으로 받아들

이는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와 행위의 합당성이 형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형량검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실제의 처

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파인버그는 혐오유발행위의 유형을 감각에 대

한 모욕, 저위의 감수성에 대한 혐오유발행위(역겨움), 고위의 감수성에

대한 혐오유발행위(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충격), 성행위의 목격으로 유발

되는 부끄러움과 불안감, 지루함, 공포·치욕·분노의 유발로 구별하여 제

시한다.

해악의 원리가 그 실천에 있어 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혐오유발행

위의 원리도 몇 가지 공리들에 의해 보완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상술한

비교형량검사에 결부되어진다. 이러한 기준은 사적생활방해론에서 차용

되었다. ‘혐오유발행위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혐오유발행위의 크

기, 합당성 회피의 가능성, 동의 여부, 비정상적인 민감성 여부 등이며

‘행위의 합당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개인적 중요성, 표현의 자유의 사회

적 가치, 대안의 가능성, 행위자의 악의성 여부, 발생된 지역의 성질 등

이다. 이러한 비교형량검사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갖는다. 반면 혐오유발

행위의 원리의 확대 적용을 요하는 주변부 사례들 역시 존재하는데 이것

을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의 문제라 한다. 이것은 직접 목격되지 않기 때

문에 권리침해가 되지 않아 애초에 불법방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비교형량검사의 저울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혐오유발행위의 내용이 심오한 도덕적 감수성에 관계

하기 때문에 일반적 혐오유발적 불법방해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

다. 파인버그는 혐오유발행위에 대해 오직 불법방해 모형에 의한 처벌만

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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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예외적으로 혐오유발적 불법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혐오유발행위가 특정한 개인을 향

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사적인 혐오유발행위의 행위를 일반 시민이

의도치 않게 목격할 수 있도록 전시할 때 그러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도

시 전체의 미관을 해치는 공적 해악으로 보아 해악의 원리에 의한 처벌

도 가능하다. 심대한 혐오유발행위가 혐오유발적 불법방해가 될 수 있는

예시로서 “스코키 마을에서의 나치 행진”의 사건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는 유태인이 겪은 핍박경험의 특수성 및 당시의 나치 행진의 독특한 성

격 때문이라 한다. 즉 단순히 유태인구를 모욕하는 것 외에 정당한 정치

적인 표현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이때의 심대한 혐

오유발행위들 역시 비교형량검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실제 처벌이 가능

해진다.

마지막으로 파인버그는 음란성에 관한 논의를 덧붙인다. 음란한 표현

이나 행위는 그것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목격되어질 때 한하여 혐오유

발행위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형법이 사적인 ‘음란성’의 향유까

지 간섭하려한다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음란성 중에서도 특히

성행위와 관련된 표현, 구체적으로 포르노의 문제에 대해 논증한다. 포르

노는 그것이 오직 호색적 흥미에만 호소하여 예술적 가치를 거의 인정할

수 없을 때, 원하지 않는 관객에게 회피불가능하게 목격된다면 공적불법

방해로서 비교형량검사의 저울 위에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포르노

는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강간 등의 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아예 사라져야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후자의 간접

해악으로 중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

으므로 확실한 경험적 인과관계의 수립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포르

노를 심대한 혐오유발행위 혹은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위협으로 보거나,

포르노 시청을 도덕적 타락의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받아

들일 수 없는 논변으로 모두 배척된다. 음란물에 관해서는 오직 그 배포

의 방식만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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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후견주의: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해악

을 그의 좋음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방지하려하는 것은 형사법을 정당화

하는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파인버그가 반대하는 후견주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성

후견주의에 해당한다. 법적 후견주의가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오직 이

익의 퇴보로서의 해악만 야기할 뿐 ‘동의하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파인버그의 자율성 개념이 제시되는데 그는 자율성을 의

사결정능력을 갖추어 자기지배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결정권

을 행사하는 상태로 말한다. 이러한 자율성의 영역은 국제법의 용어를

빌려 개인적 주권의 영역이라 일컬어진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주권 영

역의 내용적 한계인데, 파인버그는 삶에 있어 중요한 자기관계적 결정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면서 자기관계적 결정이란 타자관계적 결정이 아닌

것, 즉 직접적으로 타인의 이익이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아

닌 것이라 정의내린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항상 자기결정권이 좋음에 우

선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내용이다. 그것이 자유라 할지라도 미래의 자

유는 좋음의 한 종류로서 현재의 다른 좋음과 교환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법적 후견주의에서는 이러한 영역 안에서도 좋음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에는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행위는 경성후견주의적 근거에 의해 그 처벌이 도덕적으

로 요구될 뿐 아니라 실제 형법체계는 그러한 규제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규제들은 진정 후견주의적인 규

범목적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야한다. 파인버그는 자율성을 해치지 않

으면서도 이러한 규제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연성

후견주의자의 입장을 제안하게 된다. 연성후견주의는 자기에 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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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수하는 행위자의 자발성을 확인하거나 보충하는 일시적 간섭은 정

당화된다고 하는 것으로 밀이나 하트 이래 자유주의에서 수용되어오던

것이다. 법적 무능력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일반적으로 형법체계가 연성

후견주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는 하나의 자유제한원리의 지위를

갖진 않지만 자유주의 형법관의 설득력을 높이는 도덕원칙으로 말해질

수 있다.

이른바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은 입법과정에서 특정한 행위에 따른 해

악을 감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너무나 불합당하여 비자발적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형법으로서 규율할 수 있다는 명제를 가진다. 여기서

의사결정능력의 여부를 말하는 합리성(rationality)과 행위의 현명함의 정

도를 말하는 상당성(reasonableness)이 구별된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합리적인 개인은 상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선

택할 자기결정권을 갖지만 이때의 비-상당성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면 선

택에 대한 자발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

았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연성후견주의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때 어디까지가 충분히 자발적인

선택인지를 판단하는 지점이 논쟁적이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행위양

태와 법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파인버그의 요지이다. 행위자 스

스로 자기에 대한 해악을 야기하는 1인 사례와 타인이 가하는 해악에 동

의하는 2인 사례는 규범적으로 같다고 여겨진다. 파인버그는 ‘자발성 감

축 요인’이라 하여 비자발성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준칙들을 언

급한다. 이는 크게 다른 선택에 대한 대안을 없애는 강제적 압력이 있을

때, 스스로의 무지나 오인 및 타인 고의적 기만으로 인해 믿음에 결함이

생길 때, 의사결정에 있어 무능력 상태가 발견되는 때로 구별된다. 그러

나 이러한 요인들의 존재로 자발성이 감소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하

여 이것이 (동의)행위의 자발성을 무효로 만들만큼 비자발적인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후견주의자적 전략의 설득력은 의문시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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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인위적인 확장 전략처럼 보인다.

동시에 특정한 행위에 대한 비자발성을 입법단계에서 미리 추정한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더 큰 간섭을 야기할 수도 있다. 원래 연성후견주의의

이념의 목적은 아동이나 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제한되는 것이다. 생각건대 진정 후견주의적 규

범목적을 갖는 규제들을 완전히 형사법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경성후견

주의적 근거로서 규범적으로 더 일관되게 정당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5.

법도덕주의: 비난할 수 없는 악을 방지하는 것은 형사법을 정당화하는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법도덕주의는 ‘악’의 개념을 통해 보다 다른 관점에서 해명되는 자유제

한원리이다. 악의 행위란 전체적으로 없는 것이 더 나은 종류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해악이나 혐오유발행위처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

문에 특정된 피해자가 비난을 가할 수 있는 해악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비난할 수 없는 해악으로 다시 구별된다. 후자에는 행위자 스스로

에 대한 해악, 사적으로 행해지는 부도덕한 행위, 성격적 타락, 관습이나

종교적 금기에 대한 위반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행위자 스스로에 대한 해

악은 법적 후견주의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도덕주의에 의해

순수하게 문제시되는 것들은 나머지 세 가지의 유형의 악, 즉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이라 말해진다. 악을 방지하는 것이 형사법의 좋은 이유가

되는 것이라면 자유주의에서도 법도덕주의를 유효한 자유제한원리의 하

나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오직 비난할 수 있

는 악만이 가능한 것인데 비난할 수 없는 악을 방지하는 것은 자유의 추

정을 절대 깰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도덕주의는 언제나 자유주의

와 양립할 수 없는 자유제한원리가 된다. 단 이때, 일반적으로 법도덕주

의가 법적 후견주의보다 자유에 대한 간섭범위가 훨씬 넓은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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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기 때문에 법적 후견주의 역시 유효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 주권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지위가 수정되어야만 한다.

파인버그가 논의하는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은 크게 네 가지이다. 먼저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 중 오직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만을 방지하는 협

의의 법도덕주의에서는 객관적으로 진실한 이성적 규범체계로서의 도덕

에 반하는 행위는 형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음이 주장된다. 자유의 추정

을 깨는 근거의 종류에 따라 협의의 법도덕주의는 다시 진정과 부진정

협의의 법도덕주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가 내재적 혐오감을 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면, 후자는 도덕성의 완

화는 곧 사회적 해악이라 하기 때문에 보다 논쟁적이 된다. 이는 대표적

법도덕주의자 데블린의 이론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도덕의 해체를 정치체

제의 전복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 속에서 확립되어 나

타나는 도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실한 도덕을 근거로 하는 협의

의 법도덕주의적 성격을 아예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자유주의

는 자율성과 권리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도덕 원칙을 추구하며 형법은

특정한 도덕적 판단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만, 도덕주의와는 분명

히 구별되는 것이다. 형법은 모든 종류의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종류의 도덕과 우연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타의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에는 급격한 사회도덕의 변화, 부당이득

의 획득, 성격적 타락이 제시된다. ㈀ 급격한 사회도덕의 변화에 맞서 전

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입장인 도덕적 보수주의는 보통 사회변

화를 이에 반대하는 다수가 겪을 수 있는 하나의 해악으로 바라본다. ㈁

타인을 이용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취해지는 부당이득을 방지하려는

착취원리는 그것이 동의되어진 것이거나 균형적 관점에서 해악을 발생시

키지 않았을 때 법도덕주의의 문제가 된다. ㈂ 해악의 방지가 아닌 이익

을 수여하는 관점에서 형사법을 발동시키는 법적 완전주의는 성격적 완

벽함의 추구를 형사법을 통해 강제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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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하는 악들은 모두 해악의 원리로서 정당하게 포섭될 수 없기에 오직

법도덕주의적인 근거에 의지해야하는 것인데 따라서 자유의 추정을 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할 것은 파인버그가 아주 ‘어려운 사례’로서 인정

하고 있는 “원치 않은 삶”의 문제이다. 그는 해악의 원리에서 이를 다루

면서 문제행위가 장애아를 해로운 조건에 놓은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의 발생을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악이 될 수 없고, 따

라서 처벌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원치 않

은 삶의 문제는 여타의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취급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임신을 인지한 부모의 고의적인 행위

에 의해 선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형사처벌은 가능해져야만

하고, 이는 자유주의와 양립가능한 것이라 주장하게 된다.

6.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서두에서 제시하였

던 국내 형사법적 쟁점들에 대한 파인버그의 ‘가상의 답’을 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상술하였듯이 이것은 형사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

는, 매우 추상적인 차원의 분석이자 단순히 파인버그 이론을 ‘응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적인 정당화(2)의 문제와 관련된 세부 쟁점들

은 생략되었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455)

∙ 임산부의 부주의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부모와 의사

를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456)

: <해악의 원리> 파인버그에 따르면 해악은 더 나은 조건이 생기는

455) 이하의 <(자유제한원리)>는 관련 쟁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논의가 해당되

는 영역을 가리킨다.

456) ‘원치 않은 삶’에 대한 국내 연구에 대해서는 주 129 참조.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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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방해하는 것인데 생명의 부존재는 애초에 어떠한 조건도 갖지 않

으므로 장애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이 될 수 없다.457) 그러나 파인버그

는 악의적으로 아이의 장애를 목적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

말한다.

∙ 잔인한 “슬래셔 무비”를 즐기는 성인(B)이 모방범죄를 한 경우 영

화의 제작자와 감독(A)은 형사책임을 지는가?

: <해악의 원리> B가 피해자 C를 영화 속 장면과 유사하게 살인하

였다고 한다면 설사 그러한 영화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일지

라도 A가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제작자가 C에 대한

B의 살인을 고의로 유도한 것이라면 인과관계를 A에까지 귀속시킬 수

있는데 이는 이론에 불과할 뿐 실제로 A의 고의를 판별하기는 매우

어렵다.458)

∙ 광화문 광장에서의 단식시위에 대항하여 “폭식시위”를 하는 사람들

을 지나가던 시민이 고발할 수 있는가?459)460)

: <혐오유발행위의 원리> 파인버그에 따를 때 혐오유발행위가 공적

불법방해로서 처벌되려면 일단 회피불가능하게 목격되어야 하고, 그

혐오의 심각성이 행위의 합당성을 비교형량검사에서 압도하여야 비로

소 경미하게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461) 이러한 폭식시위는 ① 사

457) Joel Feinberg, 앞책(주 43), 99-100쪽.

458) 위의 책, 236-7쪽.

459) 2014년 9월 6일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시위를 하는 ‘세월호 사건’ 희생자 가족들

의 단식시위에 대항하여 진행된 수십 명의 일간베스트 회원들의 시위를 일례로

들 수 있다.

460) 조롱의 대상이 된 단식시위의 참여자들은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빗대어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일

간베스트 회원들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

단독).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들’로 특정되었

으며,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나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

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뉴시스, “세월호 희생자 '어묵' 모욕 일베회원 징

역 4월 선고” 2015.05.2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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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그 개최가 대대적으로 공지되어 사전에 회피가능성이 있었고, ②

관련 입법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③ 광화문

광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치적 의견을 교환하는 집회·시위의 장으로 이용된다는 지역성을 감안

할 때, 파인버그 공식에 따르면 처벌할 수 없으리라 판단된다. 만약 시

위가 열린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느껴 그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심대한 혐오유발행위’의 처벌을 주장

하는 것으로서 법도덕주의에 의거해야만 정당화되는 것이다.462)

∙ 성인인 배우가 아동 흉내를 내는 음란물을 사적으로 시청하는 일은

처벌받아야 하는가?463)

: <혐오유발행위의 원리> 파인버그는 포르노의 문제도 오직 그것이

공적불법방해에 해당할 때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주

장한다.464) 단, 아동이 포르노에 출연하는 것은 아동의 성 착취와 관련

하여 금지된다(“해악의 원리”). 그러나 성인인 배우가 자발적으로 포르

노에 출연하였다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목격할 일 없이 사적으로 이

를 시청하는 것은 자유주의 형법에서는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금

지하는 것은 오직 도덕적 후견주의나 법도덕주의에 의할 수 있을 뿐이

다.

∙ 사적인 마약복용을 형벌로서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법적 후견주의> 파인버그는 복용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등의 해악을 가한다는 이유로 성인의 자발적인 마약복용을 금지하는

형사법은 법적 후견주의 혹은 법도덕주의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고 주

461) Joel Feinberg, 앞책(주 182), 25-42쪽.

462) 위의 책, 68-9쪽.

463) 아동포르노에 관한 국내 연구에 대해서는 주 277 참조.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뿐 아니라 연상음란물의 소지까지 처벌하고 있다.

464) 위의 책,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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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465) 단, 마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독된 상태에서

재복용을 하지 않게 하는 ‘연성후견주의적’인 간섭은 밀 이래 자유주의

전통에서도 모두 긍정해오고 있다.

∙ 자발적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인가?

: <법적 후견주의·법도덕주의> 파인버그에 따르면 성매매를 국가가

금지하는 이유는 판매자 혹은 구매자의 인격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 혹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악이기 때문이다. 이때 전자는

도덕적 후견주의, 후자는 협의의 법도덕주의의 내용으로서 모두 자유

주의에서 강하게 배척하고 있는 자유제한원리들이다. 따라서 파인버그

에게 자발적 성매매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의 이익이

나 감수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이므로 형법의 규율영역에서 배제

되어야할 것이다.

∙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적극적 안락사를 실시한 의사는 촉탁승낙의 살

인죄로 처벌되어야하는가?466)

: <법적 후견주의> 파인버그는 형사법이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를 전

적으로 금지한다면 이것은 오직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책의 고려에서만

정당화(2)될 뿐이라 한다. 단,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전면금지가 동의

하지 않은 환자의 죽음을 막는 유일한 수단일 때에는 자유주의에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사전의료지향서 등을 통해 환자의 자발적 의

사를 (최선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합의된다면, 자유주의에서 환자의 자

발적인 죽음을 막을 길은 없다.467)

∙ 채무자의 긴급한 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은 전면적으

465) Joel Feinberg, 앞책(주 282), 128-134쪽.

466) 파인버그는 위의 책, 344쪽 이하에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허용까지 논하고

있다.

467) 위의 책,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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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지되어야 하는가?

: <법도덕주의-착취원리> 채무자가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권리의 침해가 없고, 금전을

융통하여 이익이 늘어난다면 해악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채무

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하여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일정한 ‘강제적 압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이 형사처벌을 위해 요구되는 ‘비자발성’의 정도까지 동의의 자발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파인버그의 생각이다. 이러한 계약체결을

형사법적으로 금지하려면 자유롭게 부유하는 악을 처벌하고 있는 법도

덕주의에 의거해야만 하는 것인데, 법도덕주의 상의 착취원리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방지는 형사처벌의 언제나 의미 있는 이유가 된다고 보

고 있다.468)

∙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는 위헌인가?

: <법도덕주의- 법적 완전주의>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성격을 ‘좋

은’ 쪽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유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파인

버그가 반대하는 법적 완전주의에 의해서만 정당화가 가능하다. 즉 법

적 완전주의는 도덕적 후견주의와 결합하여 행위자 자체의 성격을 발

전시키는 것을 형사법의 정당화 이유로 삼고 있다.469) 파인버그는 그

러나 여러 개인들의 성격을 형량하며 ‘좋은 성격’의 기준을 세울 수 없

으며, 그러한 품성의 함양을 장려하는 것은 형법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7.

해악의 원리를 실천에 맞게 조탁하고, 이를 기본으로 형법의 규율범위

468) Joel Feinberg, 앞책(주 393), 212쪽.

469) 위의 책, 2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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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넓히거나 좁히는 과정에 있어 파인버그의 논지가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가 다루고 있는 수많은 도덕적 문제들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주변부의 사례까지도 원칙 안에 포함시키려는 논증은 때때로 다

소 인위적이거나, 내용적 설득력은 없는 강제적인 개념구성방법으로 보

이기도 한다.470) 정합적 방법론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도덕적 확신들을

단순히 자유주의 이념과 조화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입법을 지

도하는 원리로서 그의 이론이 갖는 실천적 효용성 역시 감소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버그의 연구는 형사법의 확대추세에 가장 강력

한 규범적 반론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직관적인 임의성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자유를 간섭하는 문제에 있어 언제나 특정한 이유는 다른

편의 자유의 추정과의 비교형량을 거쳐야만 한다. 비록 존재하는 많은

형사법이 이러한 검사를 충족하지 않고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다

고 할지라도, 이는 그 처벌수위의 경중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심상을 제

공할 수 있다.

470) Ulfried Neumann, 앞글(주 18),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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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Eun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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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l Feinberg proposed one of the most impressive work about a

question which still remains controversial in jurisprudence as well:

What sorts of conduct may be state rightly make criminal? His

liberalism is not only in succession to John Stuart Mill but also tries

to refine it in order to be applied to the complex problems that

actually arise in legislatures. As a coherent and plausible set of moral

principles to guide the legislator, he bases on 'liberty-limiting

principles' which state that a given type of consideration is always a

morally relevant reason in support of criminal legislation. Each

Volume of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provides an

account for corresponding liberty limiting principle.

The basic principle at most is 'the harm principle' which means that

the need to prevent harm to persons other than the actor is always

morally relevant reason in support of proposed state coerci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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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s controversial only when it is said that it is the only valid

liberty-limiting principle, as Mill asserted. So the argumentation here

is twofold. Addition to the harm principle, 'the offense principle' is

proposed as liberal writers can agree with it in order to make

liberalism more plausible: it states that it is always a good and

relevant reason in support of criminal law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hurt or offense. Two principles require qualifications including

mediation with several maxims.

On the other hand, Feinberg argues against another two

liberty-limiting principles which are non-liberal. One is 'legal

paternalism' which implicates the need to prevent harm to the actor

is always a good and relevant reason in support of penal legislation

and the other is 'legal moralism' which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inherently immoral(evil) conduct whether or not such conduct

is harmful or offensive to anyone. Nevertheless it is discussed

whether some evil conducts which are legitimately prohibited only by

the non-liberal principles could be legitimately prohibited under

liberalism.

keywords: Joel Feinberg, liberty-limiting principles, the harm

principle, the offense principle, legal paternalism, legal mo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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