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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규 교수는 최근 자신의 책,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

스휴머니즘 에서 소위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에 대한 주요 논자들의 

비판을 반박하고 있다. 하버마스, 샌델, 후쿠야마의 비판이 그것이다. 본고에

서 필자는 신교수의 이러한 반박을 하나씩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필자는 특히 

신교수의 논변이 정교한 것이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보다 근본

적이고도 복합적인 철학적 인간학의 관념과 맥락을 다루는 데에까지 나아가

고 있지 않음을 지적할 것이다. 나아가 신교수의 논변이 정의와 평등 등의 실

천적 견지에서 인간 향상과 관련된 법과 정책 차원의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는 과제를 모두에게 남겨 주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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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신상규 교수(이하 ‘저자’)의 저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

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소위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과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다. 주지하듯, 인간 

향상이란 인간의 특질과 역량을 다양한 과학기술의 방법을 통해 끌어 

올리고자 하는 시도를 말하며, 트랜스휴머니즘이란 이러한 시도를 추

동하는 이념 내지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러한 시

도와 이념이 어떤 사상적, 역사적 배경과 의도 하에 추구되어 왔는지, 
그것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 전망인지, 그 전개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불거질 중요한 규범적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

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바, 인간 향상에 한 주요 비판 논변들은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별된다: 

(i)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인간존엄성 훼손 논변

(ii)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자율성 논변

(iii) 샌델(Michael J. Sandel)의 선물 논변

(iv) 공정성과 사회정의 논변

(v) 안전성과 위험 예방 논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 중 특히 (i), (ii), (iii)의 논변에 관한 저자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저자가 다소 가볍게 취급하

는 듯한 (ii)와 관련, 필자는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이 깊고 넓은 함의

를 가지기에 더 적극적이고도 면 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iii)과 관련하여, 저자는 샌델의 논변의 타당성을 비

판하면서도 그 논변의 이념적 토 에 해서는 너그럽게 동조하는 듯

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샌델의 논변에는 저자가 고려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좀더 날카롭게 해부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i)과 관련, 
저자는 한편으로 후쿠야마가 인간 본성으로부터 인간 존엄성을 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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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논변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성, 연민, 동정, 
용기, 연 성 등과 같은 현재의 도덕적 가치나 특성은 인류사회 속에

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필자는 그같은 논변이 토

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한다. 
사실 필자가 제기할 이런 문제들의 많은 부분은 저자의 논변에 한 

직접적인 반박이라기보다는, 저자의 논지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질문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이런 문제제기는 자칫 상 저서에서 필

자가 놓쳤거나 다른 독자가 놓칠 수 있는, 저자의 오랜 성찰의 지혜를 

더 쉽게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에 관한 저자의 비판1) 

하버마스의 이른바 자율성 논변에 한 저자의 논의로부터 시작해 

보자. 상 저서에서 이 논의는 상 적으로 소략하다. 하버마스는 략 

다음 세 가지 명제에 한 주장을 통해 이른바 “자율성 (침해) 논변”
을 전개한 바 있다.2) 

① 자연적 출생은 우연적 출생이지만, 생물학적/유전적 개입에 의한 

출생은 우연적이지 않은 출생이다. (즉 생물학적/유전적 개입은 

출생의 우연성을 훼손한다.)
② 우연적 출생이야말로 후 (後代)의 자율성을 가능케 하는 필수불

가결한 전제조건이다. 
③ (①과 ②로부터) 생물학적/유전적 개입은 후 의 자율성을 훼손

한다. 

저자는 하버마스의 이러한 논변이 “탄탄한 철학적 논증이라기보다

 1) 이 목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에 한 필자의 논의는 주로 졸고(김건우 

2014), III~V절의 논지에 의존하였다.
 2) 신상규 (2014), pp. 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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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려한 수사”에 가깝다고 잘라 말한다.3) 이런 시각은 뷰캐넌(Allen 
Buchanan)이 하버마스의 논변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건 , 저자의 이런 논의는 하버마스의 논변상 핵심 쟁점을 

정확히 논파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논변의 철학적 토 를 다소 소홀

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저자의 취급과는 달리 하버마스의 논

변은 상당히 호소력 있는, 본인 특유의 도덕철학과 철학적 인간학을 

토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얼핏 하버마스의 주장 ①이 갖는 맹점을 지적하는 일은 어렵

지 않아 보인다. 뷰캐넌과 저자의 반박이 보여 주듯, 자연적 출생도 어

떤 의미에서는 우연적이지 않고, 생물학적 개입에 의한 출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연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4) 사실 유전적 개입 이외에

도 이미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 의 출생과 성장에 해 개입해 

왔다. 이런 점에서, ‘우연적’이라는 말을 ‘임의적(random)’이라는 의미

로 이해하는 한, 인간의 출생은 이미 완전히 우연적이지는 않다. 왜냐

하면 많은 경우 인간의 출생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일정

한 선호, 바램과 계획이 어떤 형태로건 관여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얻고자 할 때에는 체로 자신이 중시하는 특질들을 가진 상 를 찾으

려 하지 않는가 말이다. 반면 후 의 인간이 유전적인 개입을 통해 태

어나는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 그 출생은 여전히 어느 정도 우연적이

기도 하다. 가령 부모가 태아의 유전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성장할 아이의 표현형이나 그 외 특질들이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

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시 말해, 아이의 표현형에 있어서는, 부모

가 선택한 아이의 유전형 외에도, 부모가 가진 표현형과, 그 아이의 성

장 및 생활 환경 또한 중요한 요소로서 관여하기 때문이다.5) 
그러나 다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자연적 출생과 유전

적 개입 모두 일정 정도 우연적 측면과 개입적 측면을 갖는다고 하더

라도, 이 두 가지 출생의 유형 간에 그 우연성이나 개입의 정도의 차

 3) Ibid., pp. 208-209.
 4) 신상규 (2014), pp. 207-209, Buchanan (2011a), pp. 5-6.
 5) Sober (2000), Buchanan (2011a), p.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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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우 확연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자연적 출생의 경우 여전히 

그 우연성이 매우 크고 개입의 정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유전

적 개입에 의한 출생의 경우 그 반 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같은 우연

성 혹은 개입의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크고 분명한 것이어서 두 가지 출

생 유형 간에 그 규범적 함의에 있어 중요한 질적 차이를 낳는다고 해

야 할지 모른다. 가령 자연적 출생은 인간의 도덕적 자기 이해의 토

가 되지만, 유전적 개입에 의한 출생은 그렇지 않다는 식의 중요한 질

적 차이 말이다. 
그렇다면 주장 ②, 즉 우연적 출생이야말로 인간이 자율적이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보는 주장은 어떠한가? 하버마스에 있어, 출생의 

우연성과 인간의 자율성은 어떻게 연관되는가? 어떻게 해서 유전적 개

입은 그 개입의 결과로 태어난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인가? 
유전적 개입이 어떻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의 어떤 권리를 침해

한다는 말인가?
저자는 하버마스의 논변이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 즉 “부모가 디자인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

을 고를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가정”한다는 것이다.6) 그러나 필자가 이

해하기로, 하버마스는 이러한 가정을 하고 있지 않다. 하버마스에 따르

면, 유전적으로 개입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식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

체적 특성을 고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격체로서의 

자식들의 도덕적 지위를 손상시킴으로써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

는다는 것이다. 
이 논점을 상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버마스는 “직접적인” 자율성 

침해와 “간접적인” 자율성 침해를 구별한다. 우선 한 인간이 원하는 

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자유에 개입한다면, 이는 그의 자율성에 

한 직접적인 침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공학적 개입에 의한 

자율성 침해는 이런 식의 직접적인 침해는 분명 아니다. 다만 그것은, 
침해가 의도되는 시점에는 존재조차 않던 침해의 상이 훗날 출생 후

에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침해에 

 6) 신상규 (2014),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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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는 것이다. 곧 유전적 개입 행위의 경우, 후손의 도덕 공동체 

안에 개입하지 않고 그 실존하는 인격체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지만, 
미래의 인격체의 지위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

다.7) 하버마스의 주장을 다소 길게 인용해 보면:

우생학적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자식들의 행위

의 자유의 영역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도덕적 존재자들의 보편적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미래의 인격체의 지위에 해서는 부정적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분명 이러한 “목적의 왕국”
에서는 어느 누구도―자율적 공동입법자라는 자신의 역할을 맡지 

않고서는―일반적인 법률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도덕의 

우주 속에서는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가 부정의하게 부과한 자

의(恣意; arbitrary will)에 종속되는 경우는 배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 공동체 내부로부터 자의를 부과하는 일은―그것이 비록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인격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금지된 일이라 할

지라도―미래의 인격체가 도덕 공동체에 입장하기 전에 그의 자연

적이고 정신적인 근본 구성을 외부로부터 침해하는 일과 혼동해서

는 안 된다. 출생 이전의 유전적 원천에 간섭하는 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미래의 인격체가 언젠가 자신의 윤리적 삶의 형태

를 잡아나갈 자유를 행사할 것이라고 할 때, 그러한 간섭은 바로 

그가 자연적으로 고정된 것으로서 갖게 될 의사결정의 기회와 범

위를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8) 

이 인용문이 시사하는 바, 유전적 개입에 의한 출생은 자연적 출생

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는 전자가 후 의 인간이 자신의 재능, 성향, 
선호, 그리고 이에 따른 노력과 선택 등을 통해 자신만의 도덕적 삶을 

영위해 나갈 지평과 전망 자체를 미리 바꾸어 놓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버마스가 자주 쓰는 표현을 빌자면, 유전적 개입에 의해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삶의 단독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자

신의 삶의 도덕적 공간의 왜곡을 겪은 셈이다. 달리 말해, 전자의 경우 

특정한 목적에 따라 후 를 도구로 취급하는 일, 즉 후 를 그 자체로 

주체가 아니라 타 주체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산출된 “객체”로 만듦으

 7) 하버마스 (2003), pp. 132-133. 일부 번역은 필자가 수정함. 
 8) Ibid., pp. 134-35. 일부 번역은 필자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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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궁극적으로 그의 도덕적 주체성에 결정적 영향을 가하는 일이라

는 말이다. 칸트의 정언명법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이 점이야말로 하

버마스가 향상 반  논변의 이면에 가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할 것

이다.9) 
이러한 논변의 결과로서,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 중 주장 ③역시 

지지된다. 즉 생물학적/유전적인 방법으로 출생에 개입하는 행위는 그 

출생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주장

에 해서도 반박하는데, 그 논거는 간단하다. 유전적 개입에 의해 태

어난 아이의 삶이 자연적(높은 정도로 우연적) 출생으로 태어난 아이

의 삶보다 덜 자율적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10), 유전적 개입을 포

함한 인간 향상의 시도는 오히려 자율성을 신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유전적 개입이나 기타 인간 향상의 시도

는 한 개인이 희망하는 삶의 경로를 선택하는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11) 
그러나 비록 유전적 개입을 포함한 인간 향상의 시도가 오히려 출생

자의 자율성을 신장하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의 ‘자율성’이란 단지 그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로서의 자율성을 

뜻할 뿐이다. 앞서 살펴 본 로, 유전적 개입이 침해할 수 있는 자율

 9) 다만 하버마스가 출생의 우연성이 자율성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는 주장

을 통해 출생의 “우연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한 것은 독자를 다소 

오도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주장 ①에 관한 위 논의에서 보듯, ‘우연’이
라는 개념은 애매한 개념이다. 그 결과, 유전적 개입 혹은 향상을 통해 출

생한 후 가 스스로 주체인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목적된 객체적 존

재가 되고 만다는 하버마스 자신의 논점이 희석되거나 왜곡될 수 있어 보

인다.
10) 사실 이런 불확실성은 하버마스 본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는 말하기를: 

“건강한 신체라고 하는 매우 일반적인 선(善)조차도 다양한 삶의 역사의 

맥락 속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 부모들은 약간의 신체적 장애

가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장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코 

알 수가 없다.”(Ibid., p. 142. 일부 번역 수정)
11) 신상규 (2014),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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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그런 외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의 자율성이 아니라, 내적이고 간접

적인 의미의 자율성이다. 하버마스가 유전적 개입을 통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자율성은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와 결정적으로 다른데, 
저자는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는 듯하다.12)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저자 역시도 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만한 가치들(가령, 존엄성, 연 성)이나 인간 특

유의 특질들(연민의 감정, 박애심, 용기 등)을 인간의 향상 시도 여부

에 관계없이 지켜내야 할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렇

다면 왜 하버마스가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바 자율성과 평등, 민주적 

관계 등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인간만의 도덕적 지위에 해서도 저자

는 옹호할 수 없는 것인가? 전자가 다소 자연적이고 경험적인 직관에

서 나오는 것이라면, 후자는 상 적으로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직관에

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차이 때문인가? 만약 저자가 후자의 가치들을 

소홀히 함이 아니라면, 저자로서는 마땅히 하버마스가 특유의 ‘자율성’ 
개념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바에 해 좀더 심도 있게 논

의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저자는 위와 같은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 혹은 그것에 한 

지지 논변의 설득력과 별도로, 그 적용의 한계를 지적한다. 즉 이 논변

이 출산에 한 개입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인간 향상 일반

에 한 보편적인 반론으로서 적용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13) 자기 스

스로가 선택한 향상까지도 포함한 향상 일반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율

성을 발휘한 결과이기에 특별히 자율성의 침해가 문제될 수 없다는 것

12) 흥미롭게도, 저자는 책의 한 각주에서 생명공학적 개입이 후 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에 한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청각장애인이나 다운증후군인 부모가 자식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청각장

애인이나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도록 유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식

들의 자율성에 한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 저서에서 이 

점은 지나가듯 언급되고 있어서 저자의 깊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점 상론이 필요해 보인다. (Ibid., p. 209)
13) Ibid.,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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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향상일지라도 그것이 개인들 간에 형성되

어야 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상호관계를 해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러한 손상을 굳이 모종의 ‘자율성’의 침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더

라도, 그 손상과 더불어 개인의 도덕적 삶의 공간 구성은 크게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 , 하버마스는 인간의 이상적인 도덕적 조건에 관한 특유의 전

제, 즉 이른바 포스트형이상학적(postmetaphysical) 도덕철학을 배경으

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그의 철학적 인간학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주장 ②의 유전공학적 개입을 포함한 인간 향상 시

도 일반에 관한 하버마스의 비판을 제 로 비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그의 논변을 온전히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의 철학의 근저를 이루

는 근본 전제들에 정면으로 맞서야만 한다. 따라서 이런 정면 결을 

하지 않고서 저자가 단지 하버마스의 논변을 화려한 수사로만 치부하

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 하겠다. 

3. 샌델의 선물 논변에 대한 저자의 비판 

저자는 이른바 샌델의 선물 논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삶 혹은 주어진 것을 선물로 여기는 태도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좋은 성품의 중요한 측면 혹은 중요한 인간적 덕(가치)의 표현이

다. 
② (생명공학적) 기술을 통한 인간 본성의 향상 추구는 완전성이나 

정복에 한 충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③ 완전성이나 정복에 한 충동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태도 

혹은 덕의 결여를 보여 주므로 삶을 선물로 여기는 태도와 양립

가능하지 않다. 
④ (따라서) 기술을 통한 인간 본성의 추구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좋은 성품이나 혹은 중요한 인간적 덕(가치)과 양립가능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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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 (따라서) 기술을 통한 인간 본성의 향상 추구에 반 할 결정적 

이유가 존재한다. 

샌델의 논변에 한 저자의 태도는 미묘하게 이중적이다. 우선 저자

는 위 논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기술을 통한 인간 향상 추구

에 반 할 결정적 이유를 샌델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샌델이 웅변하는 위 논변의 주요 전제들(특히 ①)에 해서는 

체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인간 향상의 시도

를 직간접으로 추동하는,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과 

태도에 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일단 저자는 도덕적 가치의 타락, 덕의 상실 등과 같이 인간 향상이 

가져올 결과가 매우 나쁠 것이라는 데에 의거한 결과론적 논변은 성공

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샌델 본인이 자신의 논변이 결과론적인 논변

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과론적 논변의 실패 

여부에 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 
저자는 위 논변, 특히 결론 ⑤를 반박하기 위해, 전제 ②가 틀렸음

을 보여주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각종 노

력, 더 나은 인지 능력과 정서 능력을 갖고자 하는 각종 노력 등이 특

별한 완전성이나 정복에 한 충동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샌델이 구사하는바 ‘치료’와 ‘향상’을 구별함으로써 전

제 ②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전략이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즉 치료의 

경우와 달리, 향상의 경우에는 그 정의상 정복욕이나 완전성에 한 

욕망에서 비롯한다는 것이 샌델의 주장인데, 저자는 이 주장이 틀렸다

고 논변한다. 치료-향상 구분 자체가 규범적 함의를 낳는 유력한 구분

이 될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해 저자는 여러 가지 논변을 제시하고 있

다.14) 필자가 보건 , 그 핵심은 치료와 향상을 정의하는 데에 필수 요

소인 ‘정상성(normality)’이 엄 하게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

다. 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정상성에 한 한 가지 유력한 정의인 소

14) Ibid., pp. 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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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화론적인 정의조차도 ‘정상성’이 갖는 규범적 함의까지는 해명해 

주지 못한다. “진화의 경로에 자연선택의 힘은 결국 재생산과 관련된 

적응성일 뿐이다. 또한 진화적 적응이라고 해서 그것이 기능적으로 최

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저자의 말이 보여 

주듯 말이다.15) 
필자는 저자의 이러한 논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치

료-향상의 구분은 당 를 사는 우리의 경험과 사유에 깊게 뿌리내린 

구분이며,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치료이고 

무엇이 향상인지를 엄 히 정의할 수는 없고, 한 때 치료로 간주되던 

처치가 향상으로 간주되기도 하고(예: 일부 성형의 경우) 그 반 의 경

우(예: 안티에이징, 자폐증 처치)도 있음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적어도 이 시 와 문명 하에서 여전히 치료와 향상의 표적인 사례, 
혹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

다. ‘암(cancer)’은 언제어디서나 (가능하다면) “치료”되어야 할 무엇이

고 170cm의 키는 (본인이 원한다면) “향상”될 수 있는 무엇이라는 것

을 말이다. 우리의 이러한 인식은, 비록 개념상 엄 히 정의되지는 않

을지라도, ‘치료’와 ‘향상’ 각각이 갖는 가족유사성에 따른 오랜 언어

놀이의 관행에서 비롯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놀이의 관

행은 ‘치료’와 ‘향상’에 해 우리가 가지는 규범적 태도의 차이를 해

명해 주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범적 태도의 차이는 근거 없

는 착각이나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경험 자체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측면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신, 비록 치료와 향

상의 구분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향상

과 달리 생명공학적 향상만이 도덕적으로 문제시되어야 할 이유가 없

다고 반박한다. 제도화된 교육, 도시의 형성, 컴퓨터의 발명 등에 따른 

인간 향상 역시 인간 본성에 한 모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일진 , 이
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향상과 생명공학적 향상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16) 

15) Ibid.,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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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음에 한 한 가지 유력한 답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하버

마스가 지적하듯, 출생에 개입하는 식의 인간 향상은 후 의 인간이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일 수 있는 지평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이런 답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향상

까지도 포함한 향상 일반에 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반면, 저자는 샌델의 논변을 위와 같이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샌델

과 중요한 점에서 동조하고 있다. 곧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사는 현

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한 동조가 그것이다. 그러한 현 인들은 

삶에 한 감사와 서로 간의 연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인간 향상

의 시도는 바로 이러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겸손, 책
임, 연 (solidarity), 이 세 가지 덕이 상실되고 변형되는 현실이야말로 

샌델이 우려하는 핵심적 문제점이다. 샌델이 주장하고 저자가 동의하

는바, “인간 향상의 태도란 무한정으로 치닫는 경쟁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며, 이는 사회적 책임이나 연 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의 영역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될 뿐 아니

라,…이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없게 하며 사회적, 정치적인 개선

을 위한 충동을 죽인다.”라고 말한다.17) 궁극적으로, 저자는 샌델의 논

변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에 한 준엄한 경고로

서 분명한 울림이 있는 소리”라고 격하게 공감한다.18) 
샌델과 저자는 인간 향상의 시도가 개인을 현실 순응적으로 만든다

는 데에 공감한다.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세태로서의 그 “현
실” 말이다. 하지만 삶을 주어진 선물로 보는 샌델 식의 관점은 개인

을 앞서 말한 ‘현실’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에서 “현실”에 순응하게 만

드는 면이 있다. 이렇게 물어 보자. 샌델의 주장은 인간의 삶은 신이, 
혹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한 마음

과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메시지

16) Ibid., p. 218.
17) Ibid., pp. 221-222.
18) Ibid.,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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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흔히 근  이후 인류역사에서 최 의 성취라 일컬어지는 바, 종교

적 혹은 초자연적인 덧칠을 벗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스스로에 한 재발견을 무색하게 하는 메시지 아닌가?19) 나아가 이

러한 샌델의 인간관은 그가 사회적 정의의 문제, 특히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소위 도덕적 자격(moral desert)의 이론을 써서 답하고자 한 철

학적 토 가 될 여지가 있다. 잘났으면 잘난 로, 못났으면 못난 

로, 가졌으면 가진 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로 살아가는 것이 마

땅하다는 철학! 어쩌면 세상사의 중엄한 진리를 담고 있을 바로 그 철

학!20) 
물론 실제로 샌델의 정의론은 이런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시사하는 

것보다는 더 정교하고 온건하다. 주어진 현실에 “무조건” 순응하고 아

무런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샌

델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그 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며, 공동선의 

증진이라는 공동체의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부의 재분배는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샌델의 경우, 이러한 필요와 

중요성은 그 자체 정의의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선(common good)
의 증진이라는 목적론적 논변을 위한 일종의 사회공학적, 정책적 고려

의 결과로서 다루어질 뿐이다. 적어도 “주어진 것에 해 만족하고 감

사할 줄 알라!”라고 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한 보수적인 철

학만큼은 분명 샌델의 것이다. 비록 그가 이 철학에 한 유일한 옹호

자는 아닐지라도. 
여기서 필자가 샌델의 이러한 철학적 인간학(즉 인간관이나 정의관) 

일반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도 위와 같은 샌델의 철학

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실제로 저

19) 주지하듯, 하버마스는 이러한 인간관의 변화를 형이상학적 인간관으로부터 

포스트형이상학적 인간관으로의 변화라고 부른다. 
20) 현 정치철학의 용어를 빌자면, 이런 인간관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이기 

전에 관계적이고 비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소위 공동체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한 것이라 하겠다. 샌델의 “도덕적 자격으로서의 정의론” 및 “공동체

주의적 인간관”에 해서는 샌델(2009), 8, 9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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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향상 시도에 해 우호적인 입장이기에 위와 같은 철학을 옹호할 

리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현 인들이 연 의식과 삶에 

한 감사의 태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인간 향상의 시도가 많

은 부분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추동되기에 그러한 시도의 가

운데에서 성공과 책임이 모두 개인에게만 귀속되기 쉬운 위험이 있다

는 사실을 부인하고자 함도 아니다. 
필자의 논점은―이는 비록 저자의 견해가 아닌 샌델의 견해가 낳을 

수 있는 우려사항이기는 하지만―인간 향상의 시도가 자칫 사회의 구

조적 모순이나 정치적 억압을 은폐하기 쉬운 것처럼, 신으로부터든 자

연으로부터든 삶을 주어진 선물로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

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순이나 억압을 은폐하기 쉽다는 것이다. 
주어진 것에 한 감사의 태도를 강조하다 보면, 현재의 자신에 해 

비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어차피 그의 못난 삶은 어딘가로부터 주

어진 소중한 선물일진 , 감히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거나 사회적, 정치

적인 변혁을 꾀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경(不敬)이라고 여기기 쉽지 않

겠는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저자는 “[인간 향상의 추구는] 시장자유주의나 자본주의적 삶

의 태도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에 해당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샌델

의 논변과 자신의 입장 사이에 선을 긋는다.21) 필자가 보기에는, 인간 

향상의 추구가 시장자유주의나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해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저자의 입장과 샌델의 

입장 간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저자와 샌델 모두 인간 향

상의 추구가 시장자유주의나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저자와 샌델이 후자처럼 전자 역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일종의 “병폐”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이 병폐에 해 저자는 샌델과 

비교하여 어떤 유의미하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인가? 

21) 신상규 (2014),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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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쿠야마의 인간 존엄성 논변에 대한 저자의 비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수해야 할 가치로서 인간 존엄성을 정초하기 

위해 인간 본성론에 호소하고 있는 후쿠야마의 논변에 한 저자의 비

판을 보자. 저자가 정리해 주고 있는 후쿠야마의 논변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 

① 인간 존엄성을 근거짓는 본질적인 어떤 성질(요소 X)이 존재한

다. 
② 요소 X는 도덕적 선택, 이성, 광범위한 감정 전반과 같은 독특한 

인간적 특징들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어떤 복잡한 전체다. 
③ 인간 향상은 어떤 성질(요소 X)을 변경하거나 파괴시키며, 그 결

과 인간 존엄성을 위협한다.22)

저자는 우선 인간에게 어떤 항구적인 본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는 점을 들어 ①을 반박한다. 그리고 저자는 유기체가 갖는 많은 특성

들을 볼 때, 인간 본성이 인간의 다른 속성들과 총체적으로 연결된 어

떤 속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②를 반박한다. ③에 한 저자

의 반박 논변은 이렇게 요약된다: (저자가 볼 때) 후쿠야마는 요소 X
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고 있지 않으며, 인간본성이란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되기 위한 일정한 잠재력이나 성향일 뿐 그 자체로 인

간 존엄성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인간 존엄성이란 인간을 초월적 존

재로 만들어 주는 하나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저자의 이러한 반박 논변에 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한 의문점 하나만 제기해 보겠다. 저자는 ③에 한 반

 논변에서 인간 존엄성이란 개념을 인간의 구성물이라고 하면서도 

이 개념의 의의마저 포기하지는 않고 자신의 안적인 주장으로 나아

가는데, 필자에게는 이 목 저자의 논변이 다소 의문스럽다. 저자의 

22) Ibid.,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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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자세히 인용해 보면: 

인간 본성의 형성이 우연적 과정의 소산이고, 그 결과 본성에 의

해 규정되는 가치 특성들 또한 우연적 성격을 띤다 하더라도, 우
리는 여전히 그러한 도덕적 가치나 특성을 계속 보존하기를 “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결코 시공을 초월

하는 절 적인 성격을 지닐 필요는 없다. 우리가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맥락은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오늘날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가치들의 발생이 우연

적이냐의 여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판단 맥락에서 그러한 가

치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보호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에 따른 품위, 숭고함, 곤궁한 타자에 

한 연민과 공동체를 위한 연 의식,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등과 같은 가치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 

지켜낼 필요가 있는 가치들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왜 인간성이 중요한가에 한 답변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러한 가치들이 훼손되고 개인들의 관능적 욕망과 물질적 탐욕만

이 문제시되며 그러한 것들이 오직 개인의 권리로 치부되어 정당

화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보

존할 가치가 없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인간성의 존재 의의가 사라

진 사회가 되는 것이다.23)

저자의 논변은 결국, “[앞서 인간 존엄성은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했

지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현재의 도덕적 가치나 특성이 계

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진술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사실상 “왜 현재의 인간 가치를 지켜

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답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주지주의(主知主義; 이성주의)와, 주의주의

(主義主義)나 주정주의(主情主義) 간의 립으로 별되는 서양 도덕인

식론에서, 주의주의나 주정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는 생각인 듯하다.24)

23) Ibid., p. 200-201. 볼드체와 따옴표는 필자의 것.
24) 여기서 주지주의/주정주의란, 의지 혹은 감정이야말로 도덕의 바탕이기에, 

당위(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희망(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보는 윤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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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하게도, 소위 인간적 가치의 보존과 관련한 저자의 입장은 다소 

애매해 보인다. 위에서 저자는 다소 정언적인 방식으로 주의주의적/주
정주의적 논변을 펼쳐 보이는 듯했지만, 곧 이어 다음과 같은 “조건적

인” 논변 또한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 향상의 결과가 그런 사회로 우리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우리는 단연코 그러한 변화에 저항하고 반 해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멋진 신세계’의 사례에서 인간 향상을 전면적

으로 반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인간 향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모든 방식

들이 중요한 가치의 훼손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

이다. 연민이나 동정, 용기, 연 성, 숭고함과 같은 가치들이 어떠

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야만 하는 가치들이라

고 해 보자. 이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뷰캐

넌의] (HN1)이나 (HN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해서 그

러한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향상의 방식이나 영향에 해서 

엄중하게 평가하고, 가능한 종류의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정도의 주장이다.25)

이러한 조건 진술 형태의 주장은 철학자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묻어

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 향상에 관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전자의 인용에서처럼, 주의주의나 주

정주의가 옳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만약 

우리(다수)가 현재의 도덕적 가치와 특성이 “변화하기를” (의지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도덕적 가치와 특성이 변

화되어야 마땅하다거나 충분히 정당성 있게 변화되어도 무방하다는 결

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즉 희망은 당위를 함축하는가?) 만
약 각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가치와 특성에 해 무엇을 원하

는가에 한 답이 일정한 답으로 수렴하지 않고 다양한 답으로 발산한

다면, 각 개인별로 향상 허용 여부를 그가 원하는 바에 맡기면 된다는 

말인가?26) 필자의 소견으로, 이런 의견의 불일치는 해소되기 어려울 

25) Ibid., p. 201. 강조는 필자의 것.
26) 성형수술에 한 상반된 태도들에서 보듯 그 답은 실제로 다양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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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해소된다 해도 인간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얻게 될 인간상

에 한 긍정과 부정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이 수렴될지를 알기는 어렵

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가 인간 가치의 보존을 원하니까 그 가치를 보

존해야만 한다는 식의 논변에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다. 
다만 저자의 이러한 논변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고 본다. 향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개인과 국

가(혹은 다수로부터 위임받은 정책결정자)라는 두 주체를 구별할 때 

이 중 어느 쪽이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어쩌면 그 사회는 성격

상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결정) 권력이 국가

보다 개인에 있어 개인들의 의견이 그 자체로 최 한 존중되는 개인주

의적 민주사회일 수 있다. 아니면 그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로 구성되어 있되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건강

한 의(代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어쩌

면 그 사회는 권력이 한 개인이나 소수에 집중되어 구성원들 다수가 

근 적 의미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데에 위협을 받는 사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 사회는 이들 사회상 중에서 어떤 사회인

가, 그리고 마땅히 어떤 사회이어야 하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이런 물

음에 답함으로써, 우리는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바 인간 향상 시도를 

규제하거나 허용할 현실정책적 방안들에 해서도 제 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이 평가의 작업은 다른 기회로 돌려야겠지만 

말이다. 

5. 나가며

개인적인 소회를 피력컨 , 필자는 뇌과학, 인지과학, 인간 향상 기

술, 포스트휴머니즘 등의 주제들에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 오면서 마음 

것이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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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필자가 그저 별 실체도 없는 지적 유행에 편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자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의 책은 하나의 단행본 전

체를 통해 인간 향상과 포스트휴머니즘 전반을 포괄적이고도 심도 있

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그러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덜어 

주기에 충분한 듯하며, 그래서 반갑고도 고마운 성과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굳이 아쉬운 점―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앞서 언급한 이 책

의 의의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지만―을 덧붙이자면, 책을 전체적으

로 볼 때, 저자의 논의는 군데군데 미국의 철학자 뷰캐넌(Buchanan 
2011a, 2011b)의 논의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간 향상 

시도에 한 후쿠야마와 샌델의 경고와 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목과, 향상의 문제를 기술혁신의 확산이 중요하며 아울러 기술혁신

을 정의의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히 통제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해

결책과, 기술에 한 규제의 원칙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해결책에

서 그러하다. 또한 저자는 책의 마지막 목에서 향상 기술에 한 우

리의 응과 관련하여 보스트롬(Nick Bostrom)과 샌드버그(Anders 
Sanberg)의 주장에 기 기도 한다. 자연의 지혜에 한 신뢰를 토 로 

하여 일종의 진화적 휴리스틱(evolutionary heuristic)을 향상 기술 적용

의 기준이자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 그것이

다. 
나아가 인간 향상의 문제가 인간 가치의 문제로 비화한다는 점이 가

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저자는 정작 인간 가치의 문제에 한 논

의를 본격적으로 개진하고 있지 않다. 포스트휴먼 과학기술시 에서의 

인간의 규범적 지위, 그러한 사회에서의 윤리와 정의 문제, 나아가 이

에 따른 법과 정치제도의 문제가 곧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인

간 향상의 시 를 사는 우리가 당면한 실천적 과제일 것이기에, 그래

서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이기에, 더욱 아쉽다. 물론 

그러한 아쉬움을 채우는 것은, 저자는 물론이고 이 저서의 어깨 위에

서 작업하고자 하는 필자를 포함한 다른 이들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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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ical Anthropology of Human Enhancement

Gunoo Kim

Sangkyu Shin in his recent book, The Future of Homo Sapiens, 
offers objections to the chief critics of the so-called human 
enhancement, the critics being Jürgen Habermas, Michael Sandel and 
Francis Fukuyama. In this paper I examine these objections critically. 
I shall point out that in spite of its sophistication and partial success, 
Shin’s arguments fails to proceed to addressing the fundamental and 
complex ideas and contexts in philosophical anthropology. In addition, 
his arguments leave all of us the task for discussion from the 
practical perspective of justice and equality, on law and policy issues 
in human enhancement. 

[Key Words] human enhancement, posthuman, Habermas, Sandel, 
Fukuyama, philosophical anthrop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