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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의 도덕 철학적 기초

장동진

I.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국가의 기능이 살인, 공격,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실, 강제, 절도, 사기

그리고 계약위반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덕적 의

무의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은 위의 방법으로 타인에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할 것

을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 타자에 잘못을 저지른 자는 강제나 처

벌의 대상이 되지만, 처벌의 범위는 그 잘못된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각 개인은

타자에 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영위할 자유가 있다.

1. 자유지상주의는 대부분의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다음 3가지 형태의 법 또는

정책을 거부한다( Sandel, Justice, pp. 60-1):

1) 온정적 간섭주의 반대 No Paternalism:

Libertarians oppose laws to protect people from harming themselves.

예) Seatbelt laws

2) 도덕적 입법 반대 No Morals Legislation:

Libertarians oppose using the coercive force of law to promote notions of

virtue or to express the moral convictions of the majority.

예) prostitution

3) 소득 또는 부의 재분배 반대 No Redistribution of Income or Wealth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법 제정에 반대

The libertarian theory of rights rules out any law that requires some people

to help others, including taxation for redistribution of wealth.

재분배 조세는 일종의 강제 행위

According to libertarian, redistributive taxes are a form of coercion, even

theft.

국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부유한 납세자들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 1 -



자 유 주 의 연 구 회                                                                2017.12.04

- 2 -

The state has no more right to force affluent taxpayers to support social 

programs for the poor than a benevolent thief has the right to steal money 

from a rich person and give it to the homeless.

2. 자유지상주의 입장 옹호

권리론적 접근: 권리의 절대성으로부터 출발

공리주의적 접근: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효율성을 가져

온다는 입장에 근거.

II.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최소국가론

노직의 최소국가론은 그의 저서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를 통하여 잘 제시되고 있다.

저서의 서문(Preface)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INDIVIDUALS have rights, and there are things no person or group may do to 

them (without violating their rights). So strong and far-reaching are these 

rights that they raise the question of what, if anything, the state and its 

officials may do. How much room do individual rights leave for the state? . . 

.”

1. 방법론적 특징 

1) 잠재적 설명(potential explanation): 

노직은 자연상태에서 최소국가에 이르는 발전과정을 잠재적으로 가능한 설명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가능한 설명형태의 제시는, 설사 이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설명적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보이지 않는 손의 설명’(invisible-hand explanation): 

누군가의 의도적 계획으로 보이는 것이 누구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

명해주는 방법.



자 유 주 의 연 구 회                                                                2017.12.04

- 3 -

*‘감추어진 손의 설명’(hidden-hand explanation): 의도적 계획의 산물

이 아닌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일련의 사실들을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

도적 산물로 설명하는 방법. 예) 음모이론

3) 측면제약이론(Side-constraint theory)

타인의 권리가 바로 행위자의 행위에 제약이 되어야 한다.

제약이론의 핵심은 특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 예를 들어 ‘제약 C를 위반하지 말

라’라는 것이다. 이 제약의 원칙을 권리론에 적용한다면, 타인의 권리가 바로 당

신의 행위에 제약이 된다. 당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을 도덕적 제약으로 간주한다.

측면제약은 다른 사람들의 불가침성을 표현한다(Side constraints express the 

inviolability of other persons). 독립적 인생을 지닌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

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상이 도덕적 측면제약 이론에 깔려있다. 이것이 타인

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제약으로 발전한다 (The root idea, 

namely, that there are different individuals with separate lives and so no 

one may be sacrificed for others, underlies the existence of moral side 

constraints. It also leads to a libertarian side constraint that prohibit 

aggression against another).

비교) 권리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 of rights)

권리보호를 하나의 목적으로 설정하여, 사회의 총체적 권리침해를 극소화하는 것이 

성취해야 할 최종의 바람직한 상태라고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총체적 권

리침해의 축소를 위해 누군가의 권리침해를 허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노직의 정치이론의 구성과 내용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제 1 부: 최소국가론(the minimal state theory)

제 2 부: 분배정의론: 소유권리론(the entitlement theory)

제 3 부: 이상사회를 위한 틀(A Framework for Utopia)

제 1 부: 최소국가론 (The Minimal Sta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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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들 필요는 있는 것인가?

 

(1) 자연상태: 개인들 - 로크의 자연상태이론

로크의 자연상태 하의 개인들은 자연의 법칙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행위 및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있다.

Individuals in Locke’s state of nature are in “a state of perfect freedom 

to order their actions and dispose of their possession and persons as they 

think fit, within the bounds of the law of nature, without asking leave or 

dependency upon the will of any other man.

자연상태의 불편성(inconveniences of the state of nature): 

사적이고 개인적인 권리보호의 실행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끊임없는 보복 및 강제

적 보상의 실행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종식시킬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이 없다.

노직의 권리 개념 역시 불가침적(inviolable)이며 자연적(natural)이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적 권리 개념: 생명, 자유 및 재산권을 가진다. 

All human beings have rights to life and liberty, and can also form   equally 

strong rights to property.

(2) 상호보호협회(Mutual Protective Association)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들은 상호보호협회를 구성할 수 있다.

   a) 비상업적 단계: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성

   b) 상업적 단계: 보호기능 수행을 위해 특정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업적 목적

으로 보호서비스를 파는 기업적 행위로 발전

(3) 지배적 보호협회(Dominant Protective Association)

Out of anarchy, pressed by spontaneous groupings, mutual protection 

associations, division of labor, market pressures, economies of scale, and 

rational self-interest there arises something very much resembling a minimal 

state or a group of geographically distinct minimal states.

특정 지역내의 지배적 보호기구는 단지 힘(강제력)의 사용의 필수적 독점을 결여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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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inant protective agency in a territory only lacks the requisite 

monopoly over the use of force, but also fails to provide protection for all 

in its territory. It appears to fall short of being a state.

(4) 극소국가(the Ultra-minimal State)

a) 강제력의 독점

b) 보호서비스 비용 지불자에게만 보호서비스 제공

An ultraminimal state maintains a monopoly over all use of force except that 

necessary in immediate self-defense, and so excludes private (or agency) 

retaliation for wrong and exaction of compensation; but it provides 

protection and enforcement services only to those who purchase its protection 

and enforcement policies.

(5) 독립인 문제(Independents): 보상의 원칙(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보상의 원칙(Principle of Compensation):

다른 사람에게 해를 초래할지 모르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

게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특정인들의 불이익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

예) epileptic

(6) 최소국가(the minimal state)

최소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확장된 국가이다. 그 이상의 확장된 국가는 불

가피하게 사람들의 권리를 위반하게 된다.

제 2 부: 분배정의론: 소유권리론 (The Entitlement Theory)

1. 소유권리론(the entitlement theory)

(1) 획득에서의 정의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 How things 

can change from the unowned to the owned. A person who acquires a hold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 is entitled to that 

holding.

(2) 이전에서의 정의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 How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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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ady justly owned, can be transferred to others. A person who acquires a 

hold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 from someone 

else entitled to that holding, is entitled to the holding.

(3) 부정의의 교정원칙(The Principle of Rectification of Injustice in 

Holdings): No one is entitled to a holding except by (repeated) applications 

of 1 and 2.

    

2. 소유권리론의 이론적 특징과 정당화

① 역사적 원칙 대 최종결과 원칙(Historical principles vs. End-result 

principles)

A) 역사적 원칙(Historical Principles)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행동이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이나 차별적 공적을 

낳게 할 수 있다. 분배에서의 소유권리론은 역사적(historical)이다. 어떤 분배가 

정당한지 여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B) 최종결과 원칙/최종상태원칙(End-result principles/ end-state principles): 

현 단면 정의원칙을 포함하는 비역사적 정의원칙들

* 현 단면 정의원칙(The current time-slice principles of justice):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특정한 구조적 분배원칙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the justice of a distribution is determined by how things 

are distributed (who has what) as judged by some structural principle(s) of 

just distribution.)

② 패턴화(Patterning)

    어떤 분배가 특정의 자연적 차원, 또는 자연적 차원들의 결합 또는 자연적 차

원의 위계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면 패턴화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Patterned if it specifies that a distribution is to vary along with some 

natural dimension, weighted sum of natural dimensions, or lexicographic 

ordering of natural dimensions.)

예)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 (Distribute according to I. Q.)

to each according to his moral merit, or needs, or margin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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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how hard he tries, or the weighted sum of the foregoing, an so on.

→ "각자는 선택을 하고, 선택 받은 것에 따라 분배를 받는 원칙“

"From each as they choose, to each as they are chosen."

비교: Marx: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원칙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Marx,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3. 소유권리론의 분배정의원칙 

1) 획득에서의 정의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 원초적 획득

의 정당화

로크(Locke)는 소유권이 대상물에다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property rights - unowned objects + labor

그렇다면, 노동을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경계는 무엇인가?

예) 어떤 사람이 천체 상에 있는 위성의 한 장소의 지면을 고르게 하고 이 위성 전

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소유권이 대상물에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물에 가치를 

증진시켰기 때문에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 하

더라도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는가? 만약 대상물에 노동행위를 통해 가치

증가를 가져왔다면, 이 가치 증식된 것에만 소유권이 발생하고, 대상물 자체에 대

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대상물의 가치를 증진시

켰다는 이유로 그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a) 결국 소유의 문제는 타자와의 관계가 핵심이 될 것이다. 즉 특정 대상물을 소유

하게 되면 타자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이전에 사람들이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었던 대상물이 어떤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b) 그렇다면 소유권의 핵심은 소유를 통해 타자의 입장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요

구된다. 즉 문제의 핵심은 대상물을 소유하는 것이 타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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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로크적 단서(The Lockean Proviso): '충분하고 최소한 동등한 정도의 좋은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아있어야 한다(“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

로크적 단서는 사실상 타자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어떤 사람의 소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악화되는 것은 다음 두 가

지 점이다.

⓵ 다른 사람들의 특정한 소유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하는 것 (losing the opportunity to improve his situation by a particular 

appropriation or any one).

⓶ 더 이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no longer being able to use 

freely (without appropriation) what he previously could.

엄격한 요건(A stringent requirement): ⓵ + ⓶
완화된 요건(a weaker requirement): ⓶

로크는 ‘enough and as good' remaining조건에서 아마도 엄격한 조항을 염두에 두

었던 것 같다. 

그러나 노직은 설사 ⓵의 요건에서 타자의 소유기회의 상실이 ⓶에서의 사용기회가 

보장됨으로써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당한 원초적 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노직은 생각한다. 

2) 이전에서의 정의원칙: 자발적 거래관계

예: Wilt Chamberlain

* 자기소유명제 The Self-Ownership Thesis

a) 각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지닌다.

     Each person enjoys moral ownership of himself or herself (his/her body 

and mind).

b)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나의 노동도 소유해야만 한다.

If I own myself, I must own my labor. If someone else could order me to work, 

that person would be my master, and I would be a 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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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내가 나의 노동을 소유한다면, 나는 나의 노동의 결실도 소유할 권리가 있다. 

If I own my labor, I must be entitled to the fruits of my labor. If someone 

else were entitled to my earnings, that person would own my labor and would 

therefore own me.

3) 교정의 원칙과 확장된 국가의 도입 가능성(Nozick, ASU, 230-231): 

획득에서의 정의원칙과 이전에서의 정의원칙이 위반된다면, 보상의 원칙이 작동하

게 된다. 아마도 이렇게 하여 부정의의 교정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일종의 정형

화된 분배정의 원칙을 대략적인 실용적 원칙으로 간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 

. . 이러한 대략적인 실용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사회

의 최소수혜자 계층이 누가 되든 이들의 지위를 최대한 향상할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If these principles are violated, the principle of rectification comes into 

play. Perhaps it is best to view some patterned principles of distributive 

justice as rough rules of thumb meant to appropriate the general results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rectification of injustice.

Assuming (1) that victims of injustice generally do worse than they otherwise 

would and (2) that those from the least well-off group in the society have 

the highest probabilities of being the (descendants of) victims of the most 

serious injustice who are owed compensation by those who benefited from the 

injustices, then a rough rule of thumb might be: organize society so as to 

maximize the position of whatever group ends up least well-off in the 

society.(Nozick, ASU, 230-231).

제3부 유토피아: 이상사회를 위한 틀

“We argued in Part I that the minimal state is morally legitimate; in Part 

II we argued that no more extensive state could be morally justified, that 

any more extensive state would (will) violate the rights of individuals. This 

morally favored state, the only morally legitimate state, the only morally 

tolerable one, we now see is the one that best realizes the utopian 

aspirations of unfold dreamers and visionaries.” (Nozick, ASU, 333).

III. 비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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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샌델의 자유지상주의 비판

(1) 샌델의 자기소유권 주장 비판:

Sandel's cases about the self-ownership argument 

(Sandel, Justice, pp. 70-74)

a) Selling Kidneys

Suppose s subsistence farmer in an Indian village wants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to send his child to college. To raise the money, he sells 

his spare kidney to an affluent American in need of a transplant. A few years 

later, as the farmer's second child approaches college age, another buyer 

comes to his village and offers a handsome price for his second kidney. 

Should he be free to sell that one, too, even if going without a kidney kill 

him?

b) Assisted suicide

In 2007, Dr. Jack Kevorkian, age seventy-nine, emerged from a Michigan prison 

having served eight years for administering lethal drugs to terminally ill 

patients who wanted to die. As a condition of his parole, he agreed not to 

assist any more persons in committing suicide. During the 1990s, Dr. 

Kevorkian (who became known as "Death Doctor") campaigned for laws allowing 

assisted suicide and practiced what he preached, helping 130 people end their 

lives. He was charged, tried, and convicted of second-degree murder only 

after he gave the CBS television program 60 minutes a video that showed him 

in action, giving a lethal injection to a man suffering from Lou Gehrig's 

disease. Assisted suicide is illegal in Michigan.

Libertarians:

If my life belongs to me, I should be free to give it up. And if I enter into 

a voluntary agreement with someone to help die, the state has no right to 

interfere. Many who favor assisted suicide do not invoke property rights, but 

argue in the name of dignity and compassion. Even those who believe we have a 

general duty to preserve human life may conclude that, at a certain point, 

the claims of compassion outweigh our duty to car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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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nsensual cannibalism

In 2001, a strange encounter took place in the German village of Rotenburg. 

Bernd-Jurgen Brandes, a forty-three-old software engineer, responded to an 

internet ad seeking someone willing to be killed and eaten. The ad had been 

posted by Armin Meiwes, forty-two, a computer technician. Meiwes was offering 

no monetary compensation, only the experience itself. When Brandes met with 

Meiwes and considered his proposal over coffee, he gave his consent. Meiwes 

proceeded to kill his guest, carve up the corpse, and store it in plastic 

bags in his freezer. By the time he was arrested, the "Carnibal of Rotenburg" 

had consumed over forty pounds of his willing victim, cooking some of him in 

olive oil and garlic. Germany has law against cannibalism. Meiwes's lawyer 

argued that his client could be guilty only of "killing on request," a form 

of assisted suicide that carries a maximum five-year sentence. In the end, 

Meiwes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2) 샌델: Markets for Morals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는 시장과 시장지향적 사고가 전통적으로 비시장

적 규범에 의해 운영되었던 생활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 Pregnancy for Pay

William and Elizabeth Stern were a professional couple living in Tenafly, New 

Jersey - he a biochemist, she a pediatrician. They wanted a baby, but 

couldn't have done on their own, at least not without medical risk to 

Elizabeth, who had multiple sclerosis. So they contracted an infertility 

center that arranged "surrogate" pregnancies. The center ran ads seeking 

"surrogate mothers" - women willing to carry a baby to term for someone else, 

in exchange for a monetary payment.

In February 1985, William Stern signed a contract with Mary Beth Whitehead, a 

twenty-nine year old mother of two children, who answered the ads. Mary Beth 

agreed to be artificially inseminated with William's sperm, to bear the 

child, and to hand it over to William upon birth.

After several artificial inseminations, Mary Beth became pregnant to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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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a baby girl in March 1986. But Mary Beth could not part with the baby 

to fleed to Florida with the baby. But the Sterns got a court order requiring 

her to turn over the child. Florida police found Mary Beth, the baby was 

given to the Sterns, and the custody fight went to court in New Jersey.

The trail judge had to decide whether to enforce the contract.

Judge Harvey R. Sorkow, the trial judge in the "Baby M' case upheld the 

agreement, invoking the sanctity of contract. Mary Beth Whitehead appealed to 

the New Jersey Spreme Court. In a unanimous decision, the court overturned 

Judge Sorkow and ruled that the surrogacy was invalid. The court awarded 

custody of Baby M to William Stern, on the grounds that this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But it restored Mary Beth Whitehead's status as the 

child's mother. Chief Justice Robert Wilentz rejected the surrogacy contract 

by arguing that it was not truly voluntary, and that it constituted 

baby-selling. 

Outsourcing Pregnancy (Sandel, Justice, 99-102)

 Many European countries ban commercial surrogacy. In the United States, more 

than a dozen states have legalized the practice, about a dozen states 

prohibit it, while in other states its legal status is unclear.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 have changed the economics of surrogacy in ways 

that sharpen the ethical quandary it presents. The advent of in vitro 

fertilization (IVF) makes it possible for one woman to provide the egg and 

another woman to gestate it.

 

The 'unbundling' of the supply chain has prompted growth in the surrogate 

market. By removing the traditional link between egg, womb, and mother, 

gestational surrogacy has reduced the legal and emotional risks that had 

surrounded traditional surrogacy and allowed a new market to thrive. 

Surrogates now receive about $20,000 to $25,000 per pregnancy. The total cost 

of the arrangement (including medical bills and legal fees) is typically 

$75,000 to $80,000.

In 2002, India legalized commercial surrogacy in hopes of attracting foreign 

customers. In 2008, more than fifty women in the western city of Anand were 

carrying pregnancies for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Taiwan, Brita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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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where. The money the woman earn, from $4,500 to $7,500, is often more 

than they would otherwise make in fifteen years. for the prospective parents 

are supposed to pay around $25,000 (including medical costs, the surrogated's 

payment, round-trip air fair, and hotel expenses for two trips), and the 

total cost is about a third of the one for gestational surrogacy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surrogate does not provide the egg, only the womb and the labor of 

pregnancy, it is argued, the child is not genetically hers.

The global outsourcing of pregnancy dramatizes the moral qualms. How free are 

the choices we make in the free market? And are there certain virtues and 

higher goods that markets do not honor and money cannot buy?

2) 평가

(1) 자유지상주의 정치(The Politics of Libertarianism)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적 평등주의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원칙(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eople's choices)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불평등한 상황

을 교정하는 원칙(the principle of rectifying unequal circumstances)에 대해서

는 거부한다.

     * ‘위험한 비탈길 논변’(a slippery-slope argument): 

상황평등화 원칙을 실현시키려 하다 보면 이에 따르는 비용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만약 사회적 불이익(social disadvantages)을 교정해야 한

다면, 마찬가지로 자연적 불이익(natural disadvantages)을 교정하지 말아야 할 이

유는 없다. 그렇지만, 만약, 불평등한 상황이 원칙상 정당한 주장으로 연결된다 하

더라도, 이 원칙을 실행하려 하면 불가피하게 강압적인 사회적 개입, 중앙집권적 

계획, 심지어는 인간개조(human engineering)와 같은 위험한 비탈길로 실제로 미끌

어져 내려갈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노예제(serfdom)로 연결되는 지름길이다. 이곳에서는 선택존중

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ect for choices)이 상황평등화요구(the 

requirement to equalize circumstances)에 의해 압도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다.

(2) 노직과 정치철학(Nozick and Politic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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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직과 마르크시즘:

마르크시즘:

1. capitalism fails to provide meaningful work

2. it prevents 'workers control' over their own economic activity.

3. it often does not allow workers a say in matters which affect them.

노직

1.의미 없는 노동과 높은 임금/의미 있는 노동과 낮은 임금: 이것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meaningless work and high wages/meaningful work and low wages

2. 왜 노동조합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가?

It is illuminating to consider why unions don't start new business

3. 마르크스의 착취 개념에 따른다면, 착취는 자본주의에만 특수한 것인가? 투자가 

있는 곳에는 착취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4. 타자의 취약성 착취 ‘exploiting another's vulnerability': They may start 

up workers' cooperatives, or attempt to start their own business. why not? 

Workers may prefer a steady wage than to run the risk of a loss-making 

business.

b) 노직과 롤즈: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적 평등주의

c) 노직과 공동체주의: 1980년대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 

인간관

가치관

(3) 노직 자신의 회고

“We do not want to get committed to any one particular understanding or 

locked into it. This danger looms large for writers, in the public’s mind or 

in their own they easily can become identified with a particular 

“position.” Having myself written earlier a book of political philosopher 

that marked out a distinctive view, one that now seems seriously inadequate 

to me – I will say some words about this later on – I am especially aware of 

the difficulty of living down an intellectual past or escaping it. Other 

people in conversation often want me to continue to maintain that young 

man’s ”libertarian“ position, even through they themselves reject i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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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ly would prefer that no one had ever maintained it at all.” (Nozick, 

The Examined Life, 1989, 16-17) 

“The Libertarian position I once pronounced now seems to me seriously 

inadequate, in part because it did not fully knit the humane considerations 

and joint cooperative activities it left room for more closely into its 

fabric. It neglected the symbolic importance of an official political concern 

with issues or problems, at a way of marking their importance or urgency, and 

hence of expressing, intensifying, channeling, encouraging, and validating 

our private actions and concerns toward them. . . . There are some things we 

choose to do together through government in solemn marking of our human 

solidarity, served by the fact that we do them together in this official 

fashion and often also by the content of the action itself.” (Nozick, The 

Examined Life, 1989, 286-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