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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향상과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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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간 향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에서 하

버마스가 제기한 자율성에 입각한 비판 논증을 검토한다. 하버마스는 아이를 

선별하거나 개선시키려는 유전적 개입은 자율성과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의 원

칙을 침해하게 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아이의 자율성

을 침해하지 않는 향상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논증한다. 향상적 개입의 실

시 여부에 대하여 아이가 2인칭 인격체의 자격으로 올바른 정보에 입각하여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 추정 가능한 일반 목적의 향상을 생각할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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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에 따라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과학

기술적 조작이나 개입의 직접적인 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인간의 

신체 바깥에 존재하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이 과학기술의 조작 상이었

다면, 이제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자연, 즉 인간 본성이 과학기술의 

직접적인 조작 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현재의 생물학

적 종으로서의 인간종과 구분되는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종의 출현

을 예상하기도 한다. 
첨단의 새로운 과학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능력 뿐 

아니라 인지적, 감정적 능력의 개선 및 강화, 건강 수명의 연장 등을 

꾀하는 시도를 인간 향상이라 일컫는다. 현재에도 성형수술 뿐 아니라 

인지적 집중력 및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프로작이나 리탈린과 같은 약

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향상기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 기술들은 인간 본성에 한 침투의 깊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일시적

인 변화에 국한되거나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수준에서 주목되는 향상 기술은 유전자 배열의 조작과 같은 인간의 생

물학적 본성 자체에 한 생명공학적인 개입이다. 오늘날에도 착상전 

유전자 진단(PGD;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과 같은 소극적

인 수준에서 이러한 기술이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부모가 

자식이 갖기를 원하는 특성이나 형질을 직접 선택하는 보다 적극적인 

수준의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인간 향상의 문제는 철학적, 윤리적 수준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킬 잠재적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논란은 더 이상 SF
의 공상적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더 현실의 적실한 문제

로 부상하고 있다.1) 인간 향상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트랜스휴머니즘

의 입장에 해 제기되는 비판은 략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될 수 있

다.2)

 1) 인간 향상을 다루고 있는 표적인 SF영화로는 1997년에 개봉된 가타카

(Gatacca)가 있다. 개봉된 지 이미 20여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이 영

화는 인간 향상과 관련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수작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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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상치 못한 향상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한 비판

② 사회적 정의나 공정성의 악화에 입각한 비판

③ 신의 역할을 신하거나 자연의 신성성에 개입하는 인간의 오만

함에 한 경고

④ 자율성의 침해와 인간 자유의 조건을 위협에 한 비판

⑤ 삶의 의미나 진정성,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간적ㆍ

도덕적 가치의 훼손에 한 비판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들 중에서 네 번째 항목인 자율성 침해에 입

각한 논증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자율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생명공학

적인 개입에 반 하는 논증을 펼친 바 있는 하버마스의 입장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고, 인간 향상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 자율성을 훼

손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텍스

트 그 로의 하버마스의 논증은 훌륭한 레토릭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제기하는 모든 비판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율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우려할 바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

다. 나는 자율성과 관련된 보다 심각한 문제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보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율성

의 개념에 한 분석과 함께 개인과 사회 혹은 국가 간의 관계에 한 

생명정치적인 시각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논의의 진행에 앞서 “향상(enhancement)”이란 표현에 해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향상이란 표현의 적

절성에 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상”의 의미는 어떤 것의 질, 가치, 수준, 능력을 더 나아지게 만든

다는 것이다. “인간 향상”이란 표현에 한 한 가지 독해 방식은 향상

의 상을 인간으로 보고 가치 평가적이고 규범적 의미에서 “인간을 

더욱 나은 존재로 개선한다”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다. 인간 향상의 가

능성을 적극 옹호하는 일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그런 의미로 이 표

 2) 다섯 가지 비판에 한 분류와 그에 한 자세한 설명은 신상규(2014)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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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규범적 함축을 최

한 배제하면서 과학기술의 한 가지 적용 방식에 한 서술적 의미로

서 “인간 향상”이란 말을 사용할 것이다. 이때 향상이란 말이 적용되

는 상은 인간 자체라기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인지적, 정
서적 능력이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인간 향상은 인간 자체나 인간성

(humanity)의 향상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

적 능력의 강화나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의 향상이 인간의 삶

이나 인간 자체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가의 문제는 또 다른 별도의 논

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1. 자율성에 관한 하버마스의 논증

향상기술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영역이 바로 부

모의 선택에 따라 새로 태어날 아이의 형질이나 특성을 선택하고 변경

하는 유전자 조작 부분이다. 하버마스의 논증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공학적 개입에 반

하는 하머마스의 기본적인 비판 논점은, 그것이 인간-종에 한 자기 

이해를 근본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법이나 도덕에 한 근

적 이해의 기초가 되는 자율성과 평등의 자유주의적 원칙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칸트에게서 여전히 필연의 왕국(kingdom of necessity)에 속하는 

것이, 진화이론의 관점에서는 우연의 왕국(kingdom of 
contingency)에 속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유전공학은 이제 우리

가 마음 로 할 수 없는 자연적 토 와 목적의 왕국 사이의 경계

를 변경시키고 있다. 우리의 “내적” 본성(자연)에 한 이러한 통

제의 확장은, 그것이 “우리의 도덕 경험의 전체적 구조를” 바꾼다

는 사실에 의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유사한 확장들과는 구

별된다.3) (필자 강조)

 3) 하버마스 (2003), pp. 63-64[27-28]. 하버마스의 책은 인간이라는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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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을 조작의 상으로 간주하는 유전

적 개입은, “우리 스스로를 자기 삶의 역사에 한 책임 있는 저자로 

간주하고”, 또 “서로 각자를 평등하게 탄생된 인격, 즉 평등한 존엄성

을 갖춘 존재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인간 종의 윤리적 자기 이해

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인간 본성을 조작적 상으로 파악함으로써 귀

결되는 윤리적 자기 이해는, 자율적(자기결정)이며 책임 있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인격체라는 자유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규범적인 자기 이해와 

더 이상 일관적이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 향

상은 양도할 수 없는 사회통합의 규범적 토 를 침식하게 된다.4) 
유전적 개입의 결과에 한 하버마스의 주요 논증은 다음과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① 부모의 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전적 결정은 아이가 거부할 

기회가 없는 일방적이고 불가역적인 개입이다.
② 따라서, 유전적 개입은 아이의 삶을 제3자(부모)의 조작적 의도

에 속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③ 통제할 수 없는 시작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 경험

의 기본 요건이다.
④ 유전적 개입 사실에 한 지식은 아이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단

독 저자라는 자발적인 자기-인식을 방해한다. 
⑤ 따라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의 자율성에 

한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래 라는 제목으로 2003년에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영어 제목은 The 
Future of Human Nature이다. 여기서 ‘nature’는 자연과 본성 모두를 뜻하

는 이중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독일어본이 4명의 역자에 의해 영어본으로 

번역된 해도 2003년이다. 영어본과 한국어본이 거의 동시에 나온 셈이다. 
아쉽게도 한글본은 가독성이 거의 없고, 오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상당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인용된 하버마스의 글은 거의 모두 필자가 영어본을 

참조하여 다시 번역한 것이다. [ ]안의 페이지는 영어본(Habermas 2003)의 

페이지를 나타낸다.
 4) Ibid., pp.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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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시에 이는 세  간에 걸쳐서 성립하는 자율적인 인격체들 사

이의 본질적으로 칭적인 관계를 파괴시킴으로 평등의 토 를 

침식한다.

하버마스의 여러 주장들을 가능한 작은 단위로 분절시켜 보았다. 그
러나 각각의 주장이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를 하나의 단

선적인 논증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제

나 결론에 해당하는 주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이 논증을 관

통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하버마스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다.
먼저 논의의 출발을 위해, 자유주의 우생학의 입장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자유주의 우생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형질을 부모가 선

택하는 것은 출생과 관련된 자유(procreative freedom)의 영역에 속하

는 문제이다. 태어날 자식의 형질을 개선하거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며, 국가나 제도의 강제에 의해 방

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이러한 우생학적 시도와 전

통적인 방식의 교육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을 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이나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자녀들의 능력을 신장하고 태도를 형성시켜왔다. 그 과정에서 어떤 재

능을 키워줄 것인지, 어떤 교육적 방법을 적용할지 등에 한 선택은 

부모의 재량에 속하는 일이었다. 자유주의 우생학은 아이의 유전적 자

질을 개선하려는 부모의 선택 또한 부모의 재량권에 속하는 일로 간주

한다. 단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모의 선택 권리나 능력이 증

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에 한 유전학적 변형은 부

모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태어날 자식의 지능이나 학습능력, 음악적 

재능, 운동 능력 등을 인위적으로 디자인하는 행위이다. 이는 부모의 

선호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을 미리 결정하는 행위로서, 제3자의 선호

나 가치 지향에 따라 조건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만들어 내는 인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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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구화(instrumentalization)라는 새로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
라서 본성에 의존하는 운명을 사회화로부터 귀결되는 운명에 단선적으

로 비유하는 자유주의 우생학의 태도는 너무 안일한 것이다.

유전적 프로그램에 한 부모의 선택은 아이에 한 기 와 … 연
관되어 있지만, 수취자에게는 [그것에 해] 수정적인 태도를 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 유전자를 프로그래밍하는 부모의 의도는 

일방적이며 도전받을 수 없는 기 라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

다. 당사자의 삶의 역사 속에서 [부모의] 기 는 정상적인 상호작

용의 요소로 등장하지만, 정당한 의사소통에 해 요구되는 상호

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부모는 자신들의 선택을 내림에 

있어서 상을 조작하듯이 오직 자신들의 선호만을 고려한다. 그
런데 그 상은 인격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기중심

적인 개입은 사춘기 아이에게 실존적 귀결을 가질 수도 있는 의사

소통적 행위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고정된 

“요구”는 응답될 수 없다. 프로그래머의 역할 속에서 부모는, 아이

에게 내리는 요구의 저자의 자격으로 자신의 아이와 면할 수 있

는, 그러한 삶의 역사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봉쇄되어 있다.5) 

아이의 유전적 자질에 한 부모의 개입은 불가역적인 동시에 도전

받을 수 없는 일방적인 개입이며, 그 결과 아이의 삶 속에서 의사소통

적 행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필요한 상호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진단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화

의 과정은, 설령 아이의 이성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내적인 이유들과 근거들에 의해 매개되는 “이성(이유)의 공간”속
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아이는 항

상 2인칭의 역할을 갖게 되며, 부모의 의도는 본질적으로 “다툴 여지

를 갖는다(contestable).”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성립하는 사회적

인 의존관계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해소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는 

부모의 의도나 기 에 해서 비판적 평가를 통하여 ‘아니요’라고 

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선호에 의해 이루

어지는 유전적 개입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하버마스 (2003), p. 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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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에 따르면, 정당한 방식의 의사소통적 관계란 우리가 1인칭 

참여자의 관점에서 타자를 2인칭의 인격체로 하면서 상호 이해에 도

달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6) 이러한 의사소통 관계에서 핵

심이 되는 것은 각각의 참여자가 ‘예’, ‘아니요’의 입장을 취할 수 있

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유전적 향상의 경우에는, 부모의 계획 속에 있

는 아이가 2인칭의 인격체로 등장하여 의사소통 과정에 결부될 수 있

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부모의 결정은 자녀의 “비판적 

평가”를 통해 수정될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7) 그런 점에서, 유전적 

조작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모의 태도는 1인칭 존재가 2인칭 인격체

를 하는 태도가 아니라, 3인칭 관찰자의 관점에서 아이를 사물화(
상화)하고 도구화하는 태도이다.
의사소통적 담론 속에서 참여자의 ‘예’ 혹은 ‘아니요’라는 입장이 중

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체할 수 없는 각 개인의 자

발적인(spontaneous) 자기-이해 및 세계-이해가 표현되기 때문이다.8)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도덕적 인격체는 스스로의 고유한 인격으로 행동

하고 판단하는 존재, 즉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인격체가 스스로의 삶의 행위에 한 1인칭 인격의 저자로서 갖는 의

도, 자주성, 열망 등은 의사소통의 담론적 공간 속에서 ‘예’, ‘아니요’
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런데 그러한 인격체가 “자신으로 있을 수 있음(being oneself)”은 

바로 ‘신체로 있음(being this body)’의 경험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신

체를 토 로 자기 자신임의 느낌을 귀속시킬 수 있다. 
 

우리가 존중해야할 의무를 지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타인의) “자
아”란 자신의 열망에 의해 인도되는 삶의 저자라는 형태로서 일차

적으로 표현된다. 모든 신체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의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며, 진정한 열망의 원천이다.9)

 6) Ibid., p. 55.
 7) Ibid., p. 112[62].
 8) Ibid., pp.102-105[55-57].
 9) Ibid., p. 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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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신체로 있음과’ 신체를 ‘갖거나(has)’ 혹은 ‘소유한다

(possess)’의 경험을 비시킨다.10) 신체를 가짐은 신체로 있음이라는 

선행적인 사실에 해서 우리가 객관화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을 때 비

로소 가능한 경험이다. 즉, 한 인격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바로 그 

신체로 “있음”(그 신체 “임”)을 통해서만 자신의 신체를 ‘갖거나’ 혹은 

‘소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체에 해 객관화의 태도를 취하는 능력

은 청소년 시절이 되기 전에는 형성되지 않으며, 인간의 주체성이 그

것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일차적인 경험 양식은 바로 신체로 있음의 

경험이다. 
그런데 제3자의 의도에 따른 유전적 프로그램이 우리의 삶의 역사

에 침입할 때,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훼손된다. 유전적 개입은 성장하는 것과 만들어진 것 사이의 

구분을 허물어뜨리고, ‘성장한 신체임’의 관점을 ‘만들어진 어떤 것임’
의 관점으로 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가 어

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본성이 실제로는 나의 

본성에 한 도구화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신체임’을 ‘내가 

신체를 가짐’에 종속시키는 일종의 자기-소외로 이르게 된다.
여기서 하버마스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 탄생의 우연성과 자유 사이

의 연관성이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난다는 탄생의 우연

성이 인간이 자유로운 행위를 시작할 수 있는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생각을 계승한 것이다.11)

우리는 그 본성상 우리 마음 로 할 수 없는 어떤 것과 연관하여 

우리의 자유를 경험한다. 인격체는 자신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 행동과 열망의 환원불가능한 원천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유래를 인간이 마음

로 할 수 없는 어떤 시작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

로 필수적인 것일까? 즉, 신이나 자연처럼, 다른 사람(인격체)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일 경우에만, 자신의 자유가 미리 결

10) Ibid., p. 95[50].
11) 아렌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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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것이 아니게 되는 바로 그런 시작으로 말이다. 하나의 자연

적 사실로서의 탄생 또한 그와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작

에 한 개념적 구성 요건을 만족시킨다.12)

하버마스에 따르면, 우리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시작의 우연성과 동등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자유(자율성)는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 출생은 자연(본성)과 문화의 분기점으로서 새로

운 시작을 나타내며, 인간은 행위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자유를 느끼게 된다. 

출생과 더불어 어떤 인격체의 사회화의 운명과 그 유기체의 자연

적 운명사이에 분화가 시작된다. 자연과 문화 사이의 이러한 차이, 
우리가 마음 로 할 수 없는 시작과 역사적 실천의 유연성

(plasticity) 사이의 차이와 관련지어서만, 행위하는 주체는 수행적

인 자기-귀속(self-ascription)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자기-귀
속이 없다면, 그는 스스로를 자신의 행동이나 열망의 개시자(시작

자)로 이해할 수 없다. 인격체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통의 경계 뿐 아니라 삶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인격적 

정체성이 주조되는 … 상호작용의 맥락을 넘어서 있는 준거점이 요

구된다.13)

우리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라면, 행위 주체는 언젠가는 그러한 사실을 면해야 한다. 그런데 프

로그램된 사람은 자신의 유전자를 관통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자신의 행위 범위를 제약하는 단순한 우연적 상황으로 파악할 수 없

다. 프로그래머는 자신의 의도와 더불어 이미 행위 주체의 행위 공간 

속에 상호작용의 한 축으로 개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

래머는 그러한 행위 공간 속에서 정작 상 방(opponent)으로 등장하지

는 않는다. 따라서 그의 의도에 해서는 어떠한 응도 불가능하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유전자 속에 남아있는 제3자의 의도에 한 이러한 

인식이, 행위 주체가 자기 인생의 단독 저자로서 언제든 새로운 시작

12) 하버마스 (2003), p. 106[58].
13) Ibid., p. 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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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의 의식을 갖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 주장한다. 
즉, 자신이 유전학적으로 프로그램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행위 주체

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확립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영구적인 의존관계는 

여러 점에서 비 칭적인 특별한 유형의 간섭주의(paternalism)를 출현

시킨다.14) 그리고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들의 도덕적, 법적 공

동체에 고유한 호혜적이고 상호 칭적인 인정의 관계를 침식하게 된

다. 인격체로서의 모든 행위자가 동일한 규범적 지위를 가지며 상호적

이자 칭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이해는 상호 인격적 관계

가 원칙적으로 가역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 한 

어떠한 의존도 불가역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프로

그래머로서의 부모와 프로그래밍된 존재로서의 아이 사이에는 그러한 

상호 칭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이의 삶이 제3자(부모)의 의도에 불

가역적인 방식으로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이는 앞선 세

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더 이상 무제약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난 인

격체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아이의 유전학적 자질에 한 우생

학적 선택은 “해당 인격체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행위할 수 있는 행

위자로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자연적인 전제를 건드림으로써, … 도
덕적 존재자들의 보편적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미래 인격의 지위에 해

를 가하게 된다.”15)

2. 인간 향상은 아이의 자율성을 정말로 침해하는가?

이상에서 하버마스의 논증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의 논증은 성공

적인가? 하버마스의 논증은 엄청난 레토릭으로 중무장 되어 있다. 하
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의 논증은 매우 단순한 논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의 논지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부모의 일방적

14) Ibid., p. 114.
15) Ibid., p. 1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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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전적 개입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제3자의 불가역적

인 의도에 아이를 속박시킴으로서, 자기 삶의 유일한 저자라는 자발적

인 자기 인식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율적인 존재로서 갖는 근본적으

로 평등한 인격체의 지위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논증에서 결국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자율성

의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자율성에 한 

하버마스의 비판이 자율적인 행위 능력의 직접적인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책 후기에서 우생학적 실천이 유전

적으로 변형된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16) 다시 말해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된 사람일지라도 자연적으로 탄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실행이

라는 측면에서는 똑 같이 자유롭다. 여기서 문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를 자율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파악하는 의식의 측면에서 발생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역사에 한 유일한 저자이자 무제약적으로 평

등하게 태어난 인격적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겪

게 된다는 것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바이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출생 

이전에 가해진 유전적 조작 때문에, 당사자가 겪게 되는 자신에 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주관적인 평가 절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버마스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매우 간단한 

방식의 응이 가능해 보인다. 유전적으로 선택되어 태어난 아이는 정

말로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간주할 수 없는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하나는 심리학적 사실의 문제로서 이 아이가 

사실 상 자신을 자유롭다고 간주하지 않거나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참이 아닐 가

능성이 매우 높은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사례가 시험

관 아기의 경우이다. 시험관 아기가 처음 태어날 무렵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금 누구도 성장한 시험관 

아기들이 자신에 한 주관적 평가 절하로 고통당할 것이라고 염려하

지는 않는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주장이 참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16) Ibid., p. 1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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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디까지나 경험적 증거에 입각하여 밝혀질 사실의 문제이지 선험

적인 철학적 논증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철학적인 주장으로서 배아의 유전적 설계를 통해 태

어난 인간은 자유로운 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

이 철학적 주장이라 함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적 언어의 논리 구조로

부터 그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하버마스의 주장

을 만약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때 핵심적인 전제로 작

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 본성상 우리 마음 로 할 수 없는 

어떤 것과 연관하여 우리의 자유를 경험한다.”라는 명제일 것이다. 그
런데 과연 자기 자신의 유래를 우리가 마음 로 할 수 없는 어떤 시작

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만,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에 한 의식을 가

질 수 있는 것일까? 하버마스는 그렇다고 말한다. “우리의 과거 앞에 

있는 과거로서의 이러한 자연적 운명이 인간 마음 로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유의 의식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17)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하버마스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뚜렷한 논증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인
간의 자유란 그가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는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조건을 극복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의존

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유에 한 우리의 의식은 스스로의 삶을 결

정하는 자유의 능력의 함수일 것이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아이

와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인공 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사이

에 그러한 의미의 자유 능력이나 조건에서 어떤 명백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유전적 조작을 통

해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 특별한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유전적 조작의 상이 되는 형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직관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

차적인 향상의 상은 신체 능력이나 인지적 지능과 같이 단히 일반

적인 수준의 기초적 소질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자율성이라는 것이 스

17) Ibid., p. 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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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에 의존한다고 할 때, 이러한 일

반적 소질의 강화나 개선은 오히려 현실적 조건 속에서 아이의 자유 

능력의 확 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다면, 유전적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스스로의 자율성에 한 의식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여기서 하버마스가 내놓을 수 있는 가능한 답변 중의 하나는, 아이

의 소질에 한 부모의 개입을 통해서, 아이가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

는 공간의 범위가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제한에 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이의 자유에 

한 의식이 방해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이라면, “자기 자신의 

유래를 인간이 마음 로 할 수 없는 어떤 시작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

야 하는 것이 자유 의식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하버마스의 주장

은, 결국 자신의 삶의 역사에 해서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자

기 결정성(self-determination)을 자유의 전제로 요구하는 주장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였을 때, 하버마스가 말하는 바는,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은 오로지 독립적인 인격체인 나로부터만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삶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철저히 자기로부터 유래하

는 욕구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런 경우에 있어서만 우

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에 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유전적 개입의 경우에, 나의 삶의 중요한 결정이 부모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의 삶에서 무엇을 원할 것인

지 자체가 그들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자기결정성이 성

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버마스의 주장을 이러한 자기결정성의 요구로 이해할 경

우에, 그가 내세우는 조건은 유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자연적 탄생에

서조차도 충족이 불가능한 지나치게 강한 조건처럼 보인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바

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이유에 입각하여 

행동을 할지는 지금의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지향, 이상,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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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의 원칙의 요소들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거칠게 말해서, 그
것들을 포괄하는 인격적 정체성은 그 사람이 가진 유전적 소질과 더불

어 양육이나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 정체성의 형성에 책임이 있는 두 요소들 중에

서, 비단 유전적 소질뿐만 아니라 성장기의 교육 환경이나 경험조차도 

그 스스로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는 그의 선택과 무관하게 특정의 

가치, 규범, 규칙을 갖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태어나며, 그것들은 그 

사람의 인격의 형성에 지 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규
범, 규칙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그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부모를 

포함한 누군가의 선택을 반영하는 인과적 역사의 결과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는 결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이 모두 만들거나 

형성한 것일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철저한 의미의 자기 결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자신의 

욕구와 선택에 의해 스스로의 삶을 지배한다는 의미의 자율성 개념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러셀 블랙포드는 단지 나의 직접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욕구들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바인가 여부를 숙고하는, 즉 스스로의 선택이나 행동에 해서 

반성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자율성 개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

한다.18) 이 같은 생각의 단서는 자유의지에 한 해리 프랑크푸르트

(Harry Frankfurt)의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2차적 의

욕에 따라 나의 의지를 명령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나의 자유를 이해

한다. 이때의 이차적 의욕이라 함은 특정한 종류의 일차적 욕구를 갖

고자 하는 이차적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내가 나의 행

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일차 수준의 욕구를, 나의 

18) Blackford (2013), p. 57. 블랙포드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자율성 개념을 해

리 프랑크푸르트의 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자율성에 한 드워킨(Dworkin)
의 생각, 인간의 동기에 한 글로버(Glover)의 해명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 상 규120

인격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더욱 

고차적이고 통합적인 가치 지향이나 선호 판단의 원칙(이차 수준의 욕

구)에 따라 반성적으로 평가할 때, 그것이 이차 수준의 욕구에 일치한

다고 판단되어 선택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

으로 인정된다. 이런 설명을 받아들일 경우,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한

다는 의미의 자율성 개념과 나의 인격적 정체성은 문화상 적인 맥락 

속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생각과 양립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자율성에 한 이러한 개념화는 유전적 프로그래밍의 경

우에 어떠한 함축을 갖는가? 이제 자율성의 발휘 여부는 삶에 한 중

요한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온전히 나에게서 유래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선택들이 나의 이차적인 숙고적 반성을 통해 승인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버마스 자신도 ‘치료적인’ 유
전적 조작의 경우에 해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치료적인 목적을 위한 유전적 조작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인격체에게 불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구분에 따르면, 치료는 질병의 치유나 방지, 경감 

혹은 정상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향상은 치료적 개입을 

넘어서서 인간 능력, 기능, 형태의 증 나 확장을 꾀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19) 하버마스는 정당한 의사소통적 관계의 성립 가능성 여부, 즉 

‘예’, ‘아니요’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훼손 여부를 통해 의

료적인 치료적 개입과 향상적 개입의 구분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치료적인 유전적 조작의 경우에, 우리는 배아에 해서 언젠가는 

될 2인칭의 인격으로서 접근한다. 이러한 의료적 태도를 정당화 

시키는 힘은, ‘예’나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타자와 맺게 될 

가능한 합의에 한 잘 근거 지워진 반사실적 가정으로부터 나온

다. … 어쨌든, 가정된 합의는 의심의 여지없이 극단적이며 모든 사

19) 향상에 반 하는 많은 시도들이 그 근거를 향상과 치료의 구분에서 찾고자 

한다. 치료와 향상을 구분함으로써 인간 향상의 시도에 반 하는 것은 타

당한 전략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의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 pp. 155-160
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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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거부할 악을 회피하려는 목표를 위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 “치료의 논리”에 한 우리의 결의는 2인칭 인격체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도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 소극

적 우생학과 향상의 우생학 사이에 경계를 그으면서 책임을 지우

는 도덕적 관점에 근거해 있다.20)

위의 인용문에 잘 드러나 있듯이, 치료적인 차원의 유전적 조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만일 치료적 조작의 당사자가 자신에 

한 치료적 조작의 수용 여부에 해서 ‘예’나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

는 가상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예’라고 답했을 것이라는 추정

된 합의로부터 도출된다. 하버마스는 의료적 개입이 질병 치료의 치유

적 목적에 의해 지배되는 한, 치료를 수행하는 사람은 예방적인 처치

를 받는 환자의 동의를 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충분한 정

보에 입각한 동의를 추정할 수 있을 때, 유전적 조작을 가하는 개입자

의 자기중심적 행위는 의사소통적 행위로 바뀌게 된다.21) 당사자의 동

의를 추정할 수 있는 개입자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 사물이나 상을 

조작하는 기술자의 태도가 아니라, 미래의 2인칭적 인격과의 상호작용

에 참여하는 존중의 태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버마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부모의 

선택에 의한 유전적 개입의 경우에는 미래의 2인칭적 인격체로 성장할 

아이의 추정된 합의를 상정할 수 없는가? 우리는 비록 유전적 조작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

된 다양한 개입과 선택을 하고 있다. 가령 임신 중에는 좋은 영양 상

태를 유지하고 태교를 실시하며, 불필요한 약물의 사용을 피하려고 한

다. 산전 검사에서 염색체의 비정상이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다면 낙

태가 정당화되며, 시험관 아기의 인공수정 시 착상 전 유전자 검사는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새롭게 태어날 자식의 특

성이나 성격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이러한 노력은 출산 후에도 

이어진다. 출산 후 우리는 양육, 부양, 교육과 관련된 온갖 방법을 동

20) 하버마스 (2003), p. 85[43].
21) Ibid., p. 89.



신 상 규122

원하여 아이의 성격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

이 너무 과도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에 

한 이러한 노력이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다.
이는 단지 부모의 이러한 영향력에 해서 아이가 ‘아니요’라고 말

할 수 있는 가역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의 인격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치 지향이나 선호 판단의 원칙들은 많은 부

분 초기 양육 과정동안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지

만, 그것들이 모두 가역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것을 가역적인 

방식으로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가역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고차적

인 기준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한 고차적인 기준 또한 그 자체가 사회

화의 과정의 소산일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적인 일반화의 수준에서 말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적 정체성을 지배하는 많은 원칙들은 거의 변함

없이 우리의 평생을 지배한다. 자녀의 양육을 위한 부모의 노력을 자

율성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관행의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부모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아이의 안녕을 바라는 선의에 입각해 있으

며 아이를 2인칭의 예비적 인격체로 하는 존중의 태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여기서 내가 모든 부모의 모든 양육 방식이 그러한 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모는 무지에 의해서, 어떤 부모는 부모 

자체의 인격적 미성숙성 때문에 분명 잘못된 양육 태도로 아이를 하

고 있을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여기서 인간이 갖는 어떤 유전

학적 형질에 해서도 무차별적인 조작이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 특성에 

한 어떠한 개입도 아이의 자율성에 한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과도

한 결론이다. 만약 우리가 미래의 2인칭적 인격체로서의 아이와 맺게 

될 추정된 합의에 해서 잘 근거 지워진 반사실적 가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적 형질이 있다면, 부모의 선택에 따른 유전적 개입은 허

용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적인 

수준의 관행이나 합의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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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형질의 후보로서 일차적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치재적 성격을 갖지 않으면서 내재적 좋

음과 연관된 일반 목적의 특성들이다. 아이의 건강과 결부된 신체적 

특성이나 인지적 지능과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자율이란 스스

로를 다스리다 혹은 지배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삶은 산다

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기본적인 욕구와 가치 지향에 맞추어서 그것들

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적 지향에 따라 스

스로가 원하는 모습에 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진정한 형태의 자

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타인에 의지하거나 종속됨이 없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스스로의 능

력에 따라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누리는 자율성의 

정도는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조건과 배경, 교육의 

정도 뿐 아니라 그 개인이 갖는 다양한 인지적, 물리적, 정서적 능력 

및 태도 등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능이나 

성격, 신체적 조건 등에서 결코 동등한 능력이나 소질을 가지고 태어

나지 않는다. 우연적인 탄생은 그러한 조건들의 평등을 함축하지 않는

다.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 선택에 한 반 는 오히려 출생의 운에 의

존하는 유전자 복권(genetic lottery)을 인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이의 미래를 유전학적 복권당첨 혹은 제비뽑기에 맡겨두는 것은 결

국 또 다른 의미에서 아이의 자율성에 한 침해일 수 있다. 어떤 사

람은 현실적인 성공에 크게 도움이 되는 지능이나 운동 혹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제약되는 경우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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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 향상에 반 하는 자율성의 침해

에 입각한 하버마스의 논증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과연 부모의 선택에 따른 유전적 조작의 

개입이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가의 부분이었다. 논문의 잠정적인 

결론은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
전적 개입의 결과에 해서 미래의 2인칭적 아이가 숙고적 반성을 통

해서 그런 개입을 승인하고 동의할 것이라 보편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말이다. 그런데 이 논문의 논의가 인간 향상과 관련된 자율

성 문제의 모든 측면에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문

의 결론도 문제의 맥락 속에서 제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결론의 의도에 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의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유전적 소질의 조작이 그 아이의 삶을 일의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논문에서 향상이 가능한 상으로 지목

된 소질은 내재적 좋음과 연관된 건강이나 인지적 지능과 같은 일반 

목적의 특성들이다. 이것들은 말 그 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필

요한 특성들이 아니라,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능

력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인간의 삶은 유전적 조건뿐 아니라, 후천적 

환경의 차이 및 발달 과정의 여러 우연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우
리가 타고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의 유전적 소질은 언제나 환경과 

우연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표현형의 특질을 단선적으로 결정하

지 않는다. 부모의 의도에 선택된 배아의 유전형적 특질이 불가역적이

라는 사실은 그로부터 발생하기를 원했던 표현형적 특질을 피할 수 없

거나 되돌릴 수 없음을 함축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조악한 형태의 극단적인 유전자 결정론에 빠지는 것이다. 뷰캐넌

의 지적처럼 유전형의 결정이 표현형의 발생을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이해한다면, 이는 배아의 유전형을 디자인하는 것과 인간 혹은 인간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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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는 향상의 문제를 철저히 개인이란 

관점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 한다면, 문제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표면적으로 인간 

향상은 각 개인이 원하는 바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상기

술의 광범위한 사용이 보다 심층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자율성에 부정

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상기술의 사용이 일반화됨

에 따라,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사회 전체적인 자율성의 수준이 감소하

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평등(공정성)의 잠식이다. 한 개인의 향상은, 향상의 

기회를 갖지 못한 타인과 비교할 때 상 적인 자율성의 확장이라는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상 방에게는 실질적인 선택 기회

가 제한되는 자율성의 축소를 의미한다. 나는 개인적인 수준의 자율성

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율성은 사회

적 차원의 공공성, 공정성 등의 요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의 숙제로 미루어 두자.

22) Buchanan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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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Enhancement and Argument from Autonomy

Sangkyu Shin

In this paper, I examine the argument from autonomy against 
human enhancement by Habermas in his book, The Future of Human 
Nature. He argues that genetic intervention to select or improve 
children would violate the liberal principles of autonomy and equality, 
hence it should be prohibited. I argue that there may be interventions 
such as general-purpose enhancements which would not violate the 
autonomy of the children concerned, where we may presume the 
informed consent of the children for the interventions as the second 
persons they will one day be.

[Key Words] Habermas, autonomy, human enhancement, 
post-human, transhumanism, genetic engine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