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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례구속주의는 영미법의 근간이다. 이에 따르면 법원(法院)의 판결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유사한 사건에 적용될 규범을

담고 있는 법원(法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안사건과 유사한 선행사건이 있었

고 그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이 판례로서 존재한다면, 적어도 하급법원에게

는 그 판례가 구속적인 선례가 된다. 그러나 선례의 구속성이 절대적이지는 않

다. 후속법원은 사안구별을 통하여 선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고, 최고법원은

때로는 판례변경을 통하여 법의 내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선례가 구

속적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따르고 싶지 않을 때에는 선례가 구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 선례의 구속성은 유의미한 것인가? 법원(法院)이 재판을 통하여 판결

을 내놓고 이 판결들이 법원(法源)의 하나인 판례법을 구성한다고 하는 영미법

의 기본틀 속에서 판례변경은 역설적 현상이자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행태라는

혐의의 대상이 되기 쉽다.

과연 영미의 법실무와 법학에서 판례변경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이를 이해

하려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영미의 법과 정치에서 법의 지배와

선례구속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법의 지배를 깨뜨리지 않는 판례변경이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며, 어떠한 정당화가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다 보면 영미법이 한국의 법(학)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셋째 질문으로 삼을 수 있다.

본 논문의 논지에 따르면 위 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지배’에서 ‘법’이 가리키는 것은 보통법이므로, 법의 지배란 곧 합리적인 오랜 관

습의 지배이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법의 지배와 선례구속주의의 관계는

상호 필함의 관계이다.

둘째, 영미의 법과 법학에서는 언제나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개의 축이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가 公理처럼 수용되어 왔는데, 이 명제의 실천은 ‘원칙’

이라는 관념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판례가 표상하는 원칙에 대한 충실성이

때로는 판례변경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법원칙 모델’을 통하여 판례변경은 정당

화된다. 법원칙 모델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의 대표적 이론가는 로

널드 드워킨이다. 드워킨의 이론은 보통법을 비롯한 영미의 전통적/현대적인 사

상적 자원들을 잘 계승하고 있지만, 가치의 다원성, 실천적 판단의 비결정성, 권

력분립과 결부된 민주적 정당성 등을 경시하는 결함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도덕적/정치적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성이 불가결하거니와, 원

칙있는 판례변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사법부와 시민의 실천적/지적 덕성이 필

요한데, 영미의 제도들은 이런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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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법적 지혜

(juris-prudence)에 관한 시사점을 얻게 된다. 좋은 법공동체를 위해서는 시간과

역사성에 대한 통찰에 기초를 둔 대화공동체를 위한 덕성들이 내면화/제도화되

어야 한다.

주요어: 선례구속주의, 판례변경, 판결이유, 정당화, 상호합리성, 보통법, 드워

킨, 법원칙, 법원칙 모델, 충실성, 덕성, 법의 지배.

학 번: 982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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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영미법(Anglo-American law) 또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과거의 사

법판결(judicial decision)을 가리키는 선판례(precedent)는 그 자체로 법규

칙(legal rule)이며 法源(sources of law)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대륙법에서

과거의 사법판결은 법이 아니고, 법률에 대한 解釋例(example of

construction)에 불과하다.1)

法源이란 法院이 재판을 할 때 의거하는 규범을 가리킨다. 영미법에서

판례가 법원의 하나일 수 있는 것은 판사가 과거의 판례들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법적 방침 내지 노선(doctrine)을

일러 ‘先例拘束主義’(stare decisis; the doctrine of (binding) precedent)라

고 한다.2) 과거의 판례가 해석례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는 대륙법과는 달

리 영미법에서 판례가 法源의 하나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미의 法院이

1) 따라서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precedent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여 

옮기자면 ‘先判(則)’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여겨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없던 용어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 ‘(선)판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생각건대 ‘(先)判例’라는 번역어에는 이미 과거의 사법판결에 대한 대륙법계 고유의 선판단

(prejudice)이 깃들어 있다. 전근대 동아시아 법제에서는 판례가 법규칙(legal rule)으로 인정되지 않았

고, 이러한 전통이 ‘판례’라는 번역어에 반영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근대가 ‘번역된 근대’이고 특히 법

학 및 법제도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번역 과정에서 빠지고 보태어지고 변질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

간해 내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결과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판례’라는 용어이다. 개화기와 식민지시대의 조

선 사람들은 판례법(case law)이라는 관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의 지배’에 대

한 이해도 rule of law가 아닌 rule by law, 즉 ‘법을 수단으로 삼는 통치’라는 관념에 물들어 있었다

고 보인다.

2) stare decisis는 ‘stare decisis, et non movere quieta’라는 라틴어 법언을 축약한 어구인데, 그 뜻은 

‘to stand by things as decided, and not to disturb those that are tranquil’이다. Jon R. Stone, 

The Routledge Dictionary of Latin Quotations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5), 208쪽. 

cf. Black's Law Dictionary, 9th ed.

     한편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는 흔히 ‘선례구속 원칙’으로 번역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례구속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doctrine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원칙’보다는 어떤 ‘노선’

이나 ‘방침’, ‘主義’, ‘定則’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고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영미에서도 

‘the principle of precedent’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principle이라는 단어의 남용

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principle은 그 자체가 핵심적인 탐구대상의 하나이다. 

doctrine과 principle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설명해야 하겠으나, 어쨌든 혼동을 피해서라도 두 단어는 

구별할 수밖에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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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구속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선례구속주의는 배심

재판제도(trial by jury)와 함께 영미법을 대륙법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유사한 사안을 유사하게 다룬다’(treating like cases alike)는 것

은 正義 관념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만약 사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

고 상이하게 다루어진다면 자의성(arbitrariness)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부정

의한 취급이라는 혐의를 받을 것이고 그 자의성의 원천은 사안을 다루는

주체인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결국 재판의 경우라면 법의 지배

(rule of law)가 아닌 사람의 지배(rule of men)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다. 지금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이 과거에 다루어졌던 사안과 본질적으

로 유사한 경우에 과거의 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선례

구속주의의 함의라면, 이는 사법정의의 개념상 필연적인 요청이다. 역사상

어떠한 사회를 보더라도 선례구속주의와 유사한 관념이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이며, 비교법학에서도 대륙법과 영미법을 불문하고 판례에 대한 태도

가 서로 수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은 대륙법계에 속

하는 나라로 분류되지만, 법과 법학에서 판례에 부여되는 무게는 점차 커

지고 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 이

래 입헌민주제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압축적이고 돌진적인 근대화가 추

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권력자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사법부는

권력자의 뜻에 맞추어서 법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

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체제 자체에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으

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였는데, 자본주의 체제

는 부정의한 체제이고 법은 지배계급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문제는 상부구조가 아니라 하부구조에 있었다. 즉 바꾸어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경제체제이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법의 지배

가 아니라 법과 국가 자체의 枯死라는 것이다.

그런데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기적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세계적

으로도 자본주의의 대안을 자처했던 체제는 70여 년의 실험 끝에 허망하게

붕괴되고 말았다. 역사의 이러한 진행은 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극적

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본주의 체제의 정의로움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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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가피성은 널리 인정되는 와중에서, 자본주의가 부정의한 체제이기 때

문에 다른 체제로 변혁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조차 법의 긍정적인 측면

에 주목하게 되었다. 법이 단순히 지배계급의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무기이기도 하다는 생각, 그리고 헌법을 통째로 부정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호소해야 할 권리장전으로 보아

야 한다는 생각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구미 諸國의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면면히 내려오는 여러 유산과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해 온 입헌민주제가

드디어 한국의 시민들에게도 위로부터 부과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

에서 솟아나는 요구가 된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권력자의 수단인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권력자를 제약하는 온전한 의미의 ‘법의 지배’에 관한 신념이 일반

화되어 가고 사법부의 독립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자의

적인 통치는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되었다. 우리를 지배할 법을 만드는 입법

부의 구성원을 선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손으로 뽑고, 그렇게 선출한 우

리의 대표자들이 만든 법률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권력의

본질이라는 당연한 인식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3) 그리고 법이 궁극적으

로는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사안에 적용됨으로써 그 의미가 밝혀지

므로 사법부가 중요하고,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헌법에 관한 한 특히 헌법

재판소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삼아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들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

고 판례의 중요성도 커지게 되었으며, 법학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

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할 때 ‘법관의 양심’이란 ‘직업적 양심’을 가

리킨다는 점이 최근 거론되고 있다. 직업적 양심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자 할 때 으뜸가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판례에 대한 信實性

(fidelity)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판례의 法源性이 공식적으로는

부인되고, 그 결과로 판사의 직관적 판단이 두드러지게 되며, 판례를 따르

든 안 따르든 판결이유에서 논증의 의무가 경시될 수밖에 없다.

선례구속주의에 따르면 영미의 법원은 선례에 구속된다. 그런데 선례구

3)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는 기관이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인지되고 있

는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이 문제는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므로 거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법권력 행사의 정당성 문제를 고찰하면서 나오는 결론이 여타의 권력에 두루 응용될 수 있을 여지

를 미리 부정할 필요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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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주의에는 중대한 역설(paradox)이 도사리고 있다. 선판례가 구속력을 갖

는다는 것은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차후에 해당 판례가 그릇된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에도 후속 법원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후

속 법원이 선판례에 언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닌데, 그릇된 판례는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판례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선례구속주의의 역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판례변경(overruling; overturning)의 경우이다.

선례구속주의는 판례를 法源의 하나로 인정한다고 하는 영미 법담당 공

직자들(legal officials)의 방침이자 정책(policy)이다. 선판례를 인용하는 일

이 판결의 정당화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법조인의 관행(convention)에 의

존한다. 이러한 관행의 합리성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설명과 비판적 논의가

가능하지만, 그 관행의 법적 효력을 문제삼는 일은 불가능하다. 관행은 사

회적인 실행(practice) 자체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는 영국에서 의회주권 원칙의 법적 효력을 문제삼는 일이 불가능하

였음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판례변경은 과거의 판례가 그릇되었음을 선언하는 일이므로, 선

례구속주의와는 달리 판례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당화가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선례구속주의는 효율성과 공정성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판례

변경이 정당화되려면 ‘중대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선례구속

주의가 이바지한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이 이를테면 실체적 정의와 같은 다

른 가치에 의해서 압도됨을 논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증은 필연적

으로 형량(balancing)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선례구속주의가

그 자체로 관행이라는 사실 이외의 다른 논거에 의해서 정당화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난다. 선례구속주의의 정당화 논거는 평소에는 안 보이게 잠재

해 있다가, 판례변경의 정당화 논증에서 이루어지는 가치형량의 과정에서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미법에서는 이러한 가치형량의 ‘설득력’을

어떻게 확보해 왔는가? 선례구속주의의 역설에서 비롯되는 이 물음을 힘닿

는 데까지 밀고나가서 그 답을 찾는 데에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 있다.

선례구속주의는 영미법의 뿌리이자 기둥이며, 판례변경은 선례구속주의

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살펴야 할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그것은 법 도그마틱의 연구 또는 이를 위한 비교법적 탐구의 대상이 된

다. 그런데 판례변경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런 식의 탐구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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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판결문에서 선판례를 인용

하는 일은 해당 판결이 법관 자신이 지닌 자의적인 선호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선판례에 따른 판결임을 밝히는 일이며, 이는 사법영역에서

법의 지배가 구현되는 통로를 이룬다. 그리고 선판례에 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판결에 대한 하나의 정당화 논거이자 사법권력의 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판례변경은 그 자체가 법의 지

배를 허물고 司法의 정당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법의

지배와 사법의 정당성 문제는 헌법철학, 법철학, 정치철학의 문제이다.

선례구속주의와 판례변경의 문제는 20세기를 거치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사법권력의 정

당성이라는 문제를 들여다보는 窓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가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jurisprudence)’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답하고자

하는 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영미의 법과 정치에서 법의 지배와 선례구속주의의 관계는 무엇인

가?

둘째, 판례변경이 법의 지배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떠한 정당화가 필요한가?

셋째,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가 한국의 법(학)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

인가?

제2절. 선행 연구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에 관한 한국의 선행 연구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 2) 판례의 법원성에 관한

연구, 3) 헌법판례의 구속성에 관한 연구, 4) 선례구속주의와 판례변경에

관한 연구.

법의 지배의 연구에서 판례변경과 관련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영미에

서 법의 지배를 언급할 때 판례변경을 언급할 때에는 예외 없이 양자가 동

시에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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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

영미에서 선례구속주의 또는 판례변경에 관하여 논의할 때에는 예외 없

이 법의 지배라는 주제가 동반된다. 그런데 국내의 연구문헌들은 양자의

관련성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연구는 부족하며, 현대적 법의 지배의 일반

원칙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법의 지배를 정치권력의 통제

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최경옥, “‘법의 지배’ 원리가 한국 헌법과 일본 헌법에 미친 영향”, 동아대

<동아논총> 33 (1996), 183-208쪽.

김도균/최병조/최종고,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 출판

부, 2006).

李東科, “英法上의 法의 支配에 관한 硏究”, 延世大 법학박사논문 (1982).

김대휘, 법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 판례의 법원성에 관한 연구

판례의 법원성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다. 특히 이들 연구

를 살펴보면 민법 행정법 등 구체적인 법을 기초로 하여 판례의 법원성을

찾아보는 연구가 많았다. 여기서는 선판례구속의 원칙과 동의어로써의 판

례의 법원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영미에서 판례가 가지는

법원성을 다루는 경우에도 편면적인 정보의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의 지배, 선례구속의 원칙 법원성 등을 유기적으로 본

질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민사판례연구 I> (1979) 부록: 곽윤직, “부록에 부치는 말” (327-); 김윤

행, “판례의 형성과정” (330-); 서민, “判例의 意義: 法制史的 觀點에서

본 判例와 學說의 관계”, 345-356쪽; 윤일영, “判例의 機能”, 357-369쪽;

서정우, “判例硏究의 目的”, 370-380쪽; 양승규, “판례연구의 목적”

(370-); 박우동, “대법원․대법원판결” (391-).

양승규, “판례연구와 법학교육”, <고시연구> 54 (1978. 9), pp.152-157 법학

도서관 P 340 G692 v.1-

金學東, “民法의 法源”, <考試硏究> 237 ('93.12), 8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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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疇洙, “判例와 法解釋學”, <判例月報> 178 ('85.7), 5~7쪽.

金允行, “判例의 形成過程”, <考試硏究> 54 ('78.9), 147-151쪽.

양창수, “民法의 判例”, <月刊考試> 167 ('87.12), 40-57쪽.

朴正勳, “行政法의 法源”, <행정법연구> 4 ('99.4), 33-64쪽.

張台柱, “行政法의 法源으로서의 判例法”, <漢陽大法學論叢> 11 ('94.10),

143-164쪽.

李康爀, “判例法의 憲法上의 限界”, <月刊考試> 149 ('86.6), 69-79쪽.

김원주, “행정판례의 법원성”, <고시계> 525 (2000. 11), 126-133쪽.

황적인, “판례법의 법원성: 법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1959).

김학동, “판례의 법원성”, <저스티스> 26(2) (1993).

류지태, “판례법의 한계”, 고려대 <법학논집> 46 (2006), 37-55쪽.

이상영, “벤담의 Common Law 체계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구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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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앙대 법학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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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하태영 2006 東

亞法學. 제38호 (2006년 6월), pp.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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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法潮. 제7호 (2006년),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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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告人에게 不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河泰榮 1998 慶

南法學 14('98.2) pp.167-204

제3절. 논지와 방법론

1. 논지

앞의 제1절에서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문제를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 본론에서 논의를 통해 펼칠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영미의 법과 정치에서 법의 지배와 선례구속주의의 관계는 무

엇인가? 법의 지배와 선례구속주의는 영국의 고유한 제도인 보통법

(common law)의 산물이다. 보통법은 법관들이 형성한 판례법(judge-made

law; case law)이고, 판례의 기초는 오랜 관습(customs from time

immemorial)에 있었다. 오랜 관습의 합리적인 선언(reasonable declaration)

이 판례라고 여겨졌으므로, 오랜 관습에 대한 존중은 선례구속주의를 낳게

된다. ‘법의 지배’에서 ‘법’이 가리키는 것은 보통법이므로, 법의 지배란 곧

합리적인 오랜 관습의 지배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법의 지배와 선

례구속주의 관계는 상호 필함(entailment)의 관계이다.

(2) 둘째, 판례변경이 법의 지배를 깨뜨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정당화가

필요한가? 법의 지배와 선례구속주의가 상호 필함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면, 선판례의 구속에서 벗어나 판례를 변경하는 일은 일단 법의 지배를 깨

뜨린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거대하고 급속한 변동의 시대를 살게 된 근대

인에게 중세의 규칙을 준수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과거의 ‘죽은

손’(dead hand)이 현재를 무제한으로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 그런데 17세기 영국 법관들이 수립한 고전적 보통법 이론 이래로 영미

의 법과 법학에서는 언제나 변화(change)와 안정(stability)이라는 두 개의

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가 公理로 수용되어 왔다. 마치 ‘둥근 네

모를 그려라’는 말처럼도 들리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명제를 어떻게 이해

하고 실천하는지가 관건인데, 그러한 조화, 즉 정당화의 열쇠는 ‘원

칙’(principle)이라는 관념에서 찾을 수 있다. 판례의 법적 규칙을 변경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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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오히려 그 규칙의 기저적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는 논증을 통하여 판

례변경은 정당화된다.

(3) 셋째,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가 한국 법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

가? 우선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에서 동원되는 이론들이 법의 일반이론

으로서 얼마만큼의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보

통법에서든 대륙법에서든 법적 판단은 실천적 판단에 속한다. 따라서 실천

적 판단과 추론 일반에 관한 최선의 철학적 견해들과 얼마만큼 부합하고

또 그것의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따라서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들에 어

느 정도의 보편성이 인정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

미 보통법의 실무와 이론들이 실용주의(pragmatism)를 통하여 잘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을 원산지로 삼는 실용주의를 오늘날 최선의 철학적

견해라고 간주하고, 19세기 말 이래 20세기 철학의 우량한 갈래들이 실용

주의적인 틀 속에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오늘날 영미

권에서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철학 이론인 하트의 실증주의적 법이론

과 드워킨의 비실증주의적 법이론은 실용주의적인 이론 속에서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 하트의 이론은 보통법의 사실적 측면을 강조하여 선례구속주

의를 잘 해명할 수 있고, 드워킨의 이론은 보통법의 이성적 측면을 강조하

여 판례변경을 잘 해명할 수 있다.4)

영미의 선례구속주의와 판례변경의 법리가 한국법에 주는 시사점은 첫

째, 법의 시간적 차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이와 결부된 사

항으로서, 한국 시민들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원칙을 구성해 내고 이를 설

득력 있게 제시하려는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법을 둘러싼 활동

들을 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의견의 불일치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여

유있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 넷째, 법공직자와 시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충실성 내지 신실성(fidelity), 특히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법의 지배

는 불가능하다는 것; 다섯째, 변화와 안정의 모순을 잘 해결하여 생동하는

법의 지배(rule of living law)를 실현하자면 법과 정치와 도덕의 영역을 적

절하게 구별하고 적절하게 소통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

데 첫째의 요청은 나머지 요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이며, 이러한 요

청을 충족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개별 법학분야들과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

4) 이러한 시각을 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은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In 
defense of a pragmatist approach to leg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그리고 중간

적 입장으로서는 Neil MacCormick. 독특한 입장으로서는 Joseph 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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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등의 기초법학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되는 다른 학문분야들이 함께 學際

的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법과 한국의 판결을 한국인의 역사

적 삶 속으로 귀환시키는 작업을 끈기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작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은, 역사에 선재하는 절대적이고 보

편적인 진리나 가치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매도해야 할 대

상을 찾는다거나 눈앞의 이념적 득실이나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기보다

는,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나 타인을 나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관용하

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principle of charity in interpretation).

2. 연구방법과 서술방법

본 연구는 논지와 연구 및 서술방법이 서로 부합하고 조응하기를 도모

한다.5)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법제도와 이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비

교법학, 법지성사에 속할 것이다. 비교와 역사를 통한 고찰은 우리 자신의

현명함을 획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다. 그런데 (판례변경

의) 현명함을 이론화한다는 것이 선진 이론의 목표라면? 이 연구는 두 차

원에서 현명함(juris-prudence)을 추구하는 셈이다.

하나의 사고실험을 해본다. 만약 가치다원주의가 타당하다면 우리 법세

계가 어떻게 해명될 수 있을지? 영미법사가 가치다원주의와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경험주의, 실용주의)? 가치다원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영미 법제도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역사감각, 보수주의, 시간-세월의 시험을 거친 것

에 대한 신뢰, 충실성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가치다원주의가 보편적일 수

있다면, 이러한 영미의 경험도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방법은 인식적 정당화를 담아야 한다. 본 논문은 실행에 대한 사실기술을 통하여 실행 속에 구현되는 

원칙을 발견하는 방법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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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례구속과 법의 지배

제1절. 선례구속주의의 개요

영어 단어 ‘precedent’는 ‘앞서거나 선행하는 것’ 일반을 가리킨다.6) 법적

으로 이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7) 특히 사법적 선행 판결

(previous judicial decision)을 가리키는 경우에 이 단어는 ‘판례’라고 번역

할 수 있다. 판례는 개별 사건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존 사법판결들에 구

현되어 있는 법원칙을 준거로 삼는(in the light of legal principle

exemplified in previous judicial decisions) 방법을 의미한다.8) 하지만 기존

판결에 부여되는 권위(authority)는 법공동체별로 시대별로 상이한 규칙 및

관행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한쪽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선례구속주의(stare decisis)는 상급법원의

기존 판결 또는 심지어 동일법원의 기존 판결에 대하여 구속적인 법적 권

위를 부여하는 ‘규칙’(rule)이다. 후행 법원은 그러한 기존 판결에 나와 있

는 규칙설시(ruling)에 따라야 한다.9) 다른 쪽 극단을 보자면, 법률가들은

그저 현재의 사건들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들을 조회하여 참고하

고 거기에 중요한 비중(weight)을 부여하는 좋은 관행(a good practice)을

채택할 뿐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법체계에서 사법판결은 법을 창조하는

공식적인 원천(a formal source)이 아니라 헌법, 조약, 법률, 관습 등에 대

한 해석례(interpretations)일 뿐이다. 그러나 기존 판결들은 권위를 갖는데,

이는 판사들이 직업적 의무상 법원의 기존 판결들을 존중하리라고 기대되

6) “precedent”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앞서는”(preceding)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에서 왔는데, 

16세기말 이전에는 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David Mellinkoff, The Language of the Law 

(Eugene, Oregon: Resource Publications, 2004 [1963]), 139.

7) David M. Walker, The Oxford Companion to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 977, 

“precedents” 항목 참조. 이하 ‘precedent’가 과거의 사법판결 일반을 가리킬 때는 ‘판례’라고 표현하

고, 그 중의 일부로서, 판례가 구속력을 갖는 경우에는 ‘선례’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8) John Bell, s.v. “precedent”, in The New Oxford Companion to Law, ed. by Peter Cane & 

Joanne Conagha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923 참조.

9) ‘ruling’은 영국의 용어이고, ‘holding’은 미국의 용어인데, 모두 흔히 ‘(판결)主文’ 또는 ‘주론’으로 번역

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 그것과 짝이 되는 ‘방론’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부각되는 반면에 

‘판정을 통한 규칙의 정립’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ruling’에 대해

서는 ‘rule’이라는 어근 및 이에 동반된 의미를 살려서 ‘규칙설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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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법률가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건들을 발견하

고 이를 고려하리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좋은 관행이 갖는 힘은 다수의 최

고법원들이 확립된 판례법(established case law)으로부터 이탈할지 여부를

토의하기 위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층 격식을 차린 회합을 소집하곤 한다

는 데에서 입증된다.

법원이 재판을 할 때 기존 판결들을 참조하는 실행들 일반을 ‘판례주

의’(the doctrine of precedent)라고 한다면, 기존 판결에 구속적 권위를 부

여하는 오늘날 영미법의 태도를 일컫는 ‘선례구속주의’는 ‘판례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10)

기존 판결에서 판사가 했던 모든 말이 판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판

례는 해당 사건에서 도달된 결론을 정당화하는 근거(justification)로서 판결

문 안에 적혀 있는(laid down), 법적 쟁점에 관한 규칙설시이다. 보통법 법

률가들은 16-17세기 경부터 판결의 필수불가결한(essential) 이유(the ratio

decidendi)와 기타 진술들(obiter dicta)을 구별해 왔다. 이 중에서 법에 관

한 구속적인 또는 강력한 권위가 있는 진술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자이

다. 따라서 ‘판결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i) 법적

쟁점에 관한 규칙설시일 것; (ii) 이를 판사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선언하였을 것; (iii) 해당 사건 안에서 제기된 쟁점에 관련될 것; (iv) 도달

된 판결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필수적일 것. 규칙에 관한 어떠한 진술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사실들(essential facts)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게 마련이다. 예컨대 운송업자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고 안전

하게 데려다 줄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 규칙에는 그 조건으로서 승

객이 운송업자의 차량에 탄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그 결과, 어떤 사건에서 제시되는 규칙은 그저 판사가 사용한 단어들의

인용문이기보다는 말해진 내용의 합리적 재구성(a rational reconstruction)

인 수가 많다. 하지만 판사가 행한 기타의 진술들도 설득적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주인공이 두드러진 명성을 누리는 판사인 경우에는 그러하다.

판사가 선례를 따르지 않고자 할 때에는 선례와의 “구별”을 추구함으로

써 그 선례가 왜 적용되지 않는지를 보이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판

사는 선행 판결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그 속의 규칙을 재진술

(restate)할 것이다. 예컨대 운송업자가 말을 임대하는 경우에서처럼 승객

10) ‘doctrine’을 ‘원칙’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확립되고 정착된 규칙’이라는 의미에

서 ‘定則’이라고 옮기거나, 어떤 일관된 행동노선을 지칭한다는 의미에서 ‘主義’라고 옮기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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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신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발

생하지 않는다고 운송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칙을 재진술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선례구속주의의 역사와 현재

1. 선례구속주의의 형성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한 선행판결이 후행판결에 영

향을 주고 어느 정도 정당화 근거로 삼아지는 현상은 존재해 왔다. 그러므

로 영국에서 강한 형태의 판례주의라고 할 수 있는 선례구속주의가 발생하

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무릇 제도는 무

에서 유가 창조되는 식으로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역사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중세시대가 열리면서 서유럽 지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봉건제적인 제도가 정립되어 갔다. 중세의 특징은 사회가

모든 면에서 분권적이고 다중심적인 모습을 띠었다는 데 있다. 오늘날과

같은 중앙집권적 국민국가(nation-state)는 존재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들(governments)만이 존재하였으며, 통치기구로서의

정부는 영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와 세속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었고, 후자는 다시 황제-국왕-영주의 정부라는 다층적인 구

조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중세사회의 특징은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법

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관습(custom)이었고, 정부의 기능은 주로

사법권의 행사, 즉 재판이 핵심적인 것이었다.11)

그런데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사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1073-1085)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른바 ‘교황혁명’(Papal Revolution)은 좁

게는 오늘날의 ‘서구 법 전통’(Western legal tradition), 넓게는 ‘근대 서양’

이 형성되는 기초가 되었다.12) 특히 1080년에 <학설휘찬>이 발견된 이후

11) 중세법이 이러한 성격을 띠었다는 사실은 모든 법사학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문헌으로는 Paolo Grossi, A History of European Law, trans. Laurence Hooper (UK: 

Wiley-Blackwell, 2010), 제1장 “Medieval Roots” 참조.

12)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버만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다. 해롤드 버

만의 주장을 원용하고 있는 책으로 국내에 소개된 문헌은 Thomas E. Woods, Jr., How the Cat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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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텍스트 연구를 위하여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설립되고, 이러한 로마

법 연구와 신학이 결합된 결과 카톨릭 교회가 ‘최초의 근대적인 정부’로 발

전한 것은 법사상은 물론 정치사상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라티

아누스(Gratianus)의 <법규집>(Decretum, 1140년)으로부터 교황 그레고리

우스 9세의 <교령집>(Decretals, 1234년)과 아쿠르시우스(Accursius)의

<표준주석서>(Glossa Ordinaria, 1250년)에 이르기까지, 로마법학 연구에

의해 촉발된 발전을 통하여 교회법은 지방적이고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중세 세속법과는 대조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13) 그리고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싹튼 로마법학은 유럽 각지로 확산되어서, ‘씌어진 이성’(ratio

scripta)으로 간주되던 로마법은 기독교 세계의 이상적인 공통적 법규범으

로서 ‘보통법’(ius commune, gemeines Recht)으로 통하게 되었다.

한편 명칭은 똑같이 보통법이지만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유럽대

륙의 보통법과는 전혀 다른 내력을 통하여 형성된 상이한 법체계였다. 이

하에서는 먼저 영국이 유럽의 일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국법이 처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법적 배경을 먼저 살피고, 영국 보통법의 산실이 된 법

원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하였는지를 살피는 가운데 그 중세적 성격을

밝히고, 이러한 法院의 중세적 성격이 法源의 중세적 성격과 겹친다는 점

을 지적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판례법 체계의 탄생 내력과 선례구속주의의

형성사를 살펴 보겠다.

(1) 로마법의 유산

Church Built Western Civilization (Regnery Publishing, 2005)[토머스 E. 우즈 주니어/ 김정희 역,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서양 문명을 세웠나>(우물이 있는 집, 2008)]; Toby E. Huff, The Rise of 
Early Moder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토비 E. 하프/ 김병순 역, <사회․법 체

계로 본 근대 과학사 강의>(모티브북, 2008)]. 앞의 책은 서양에서 근대 과학이 성공한 원인을 이슬람 

문명, 중국 문명과의 비교역사학적 고찰을 통하여 탐구하면서, 특히 버만의 이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

는 제4장 “유럽의 법 혁명”에서 “12세기와 13세기 서양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식과 법의 혁명이 중세 

사회를 전환시켜 근대 과학의 발생과 성장에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뒤의 책은 “사실상 

카톨릭 교회가 서양문명을 확립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제10장 “교회와 서양의 법”에서 버만과 타이

어니(Brian Tierney)의 논의를 기초로 삼아서 교황혁명기의 교회법 연구가 현대 서양 법체계의 기초

를 놓았다고 주장한다.

13) 나중에 16-17세기에 가서 만개하게 되는 근대적 정치사상과 법사상의 핵심 개념들은 교회법학자들

의 로마법 연구를 통해 생겨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입법적) 주권’(sovereignty) 관념과 ‘인민의 동

의’ 관념인데, 이리하여 ‘오래고 좋은 법’이라는 중세적 관습법 관념과는 대조적인 법관념이 발생할 수 

있었다. 예컨대 “군주의 결정은 법의 힘을 지닌다(Quod principi placuit legis habet vigorem). 그의 

정부에 관한 특별한 법제정에 의해서 인민은 그에게 모든 정부과 권력을 위임하였기 때문이

다”(Ulpianus, Dig. I, 4, I)라는 구절은 이후 정치학과 법학에서 공준으로서의 역할을 한 문장이었다. 

최병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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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대전>에서는 법을 성문법(ius scriptum)과 불문법(ius non

scriptum)으로 나누고 있는데,14) 후자가 가리키는 것은 관습법(customary

law)임이 분명하다. 관습이 법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은 다수의 문

헌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로마의 법학에서 이 문제가 자세히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관습의 법효력에 대하여 법학자들이 제시한 유일한 이론적 정당화

는 그것이 인민의 동의에 기초를 둔다는 것이었다. 인민이 자신의 뜻을 표

결로 선언하여 성문화되는 것이 입법이고, 성문화 없이 (반복적인) 실제 행

위로 선언하는 것이 관습이라는 것이다.15)

중세 이론가들은 로마법 텍스트로부터 관습이 법원의 하나라는 견해를

수용하였다. 심지어 그라티아누스 같은 교회법학자들은 모든 인정법을 관

습과 동일시하기도 하였다.16)

중세 이후에는 법원으로서의 관습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인민이 제

왕법(lex regia)에 의해 자신의 권력을 결정적으로 황제에게 위임하였다17)

는 로마법 텍스트는 중세 이후의 군주제 원리와 부합하는 것이었고, 군주

의 의지가 강조되면서 관습의 힘은 배제되었다. 또한 18세기에 오직 이성

만이 법의 기초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관습은 평가절

하되었으며, 18-19세기에 편찬된 법전에서도 관습은 기껏해야 보조적인 법

원으로 인정되었을 뿐이다. 사비니를 비롯한 19세기 역사법학파가 관습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19세기는 법전의 시대였다. 근대 이후 법률과

관습 사이의 관계는 허용론(Gestattungstheorie)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직 주권자만이 법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주권자가 입법을 통

하여 명시적으로 제정하는 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지만, 주권자에

게 좋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법이 여타의 방식으로 발견하는 일도 가능하

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스틴의 견해는 이러한 허용론에다가 법

원의 역할을 첨가한 것에 불과하였다. 오스틴에 의하면 인민의 행위는 법

이 아닌 도덕률을 낳을 수 있을 뿐이고, 인민에 의해 설정된 도덕률로서의

14) J.1.2.3. 학설휘찬에서는 울피아누스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다: D.1.1.6.1.

15) D.1.3.32.1. (율리아누스.) Cf. J.1.2.9. 이러한 이론은 주권이 인민으로부터 황제로 넘어간 제정기에 

나왔지만, 이론적으로는 인민주권 이론이 훨씬 이후까지 유지되었음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문제

는 여기서 관습이 입법의 일종으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관습이 입법의 일종이라면, 입법은 다른 입법

에 의해 폐지될 수 있듯이 관습의 성장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6) Decretum D. I. “神法은 자연에 기초를 두고, 인정법은 관습에 기초를 둔다.”

17) J.1.2.6.; D.1.4.1. D.1.4.1.pr Ulpianus: quod principi placuit, legis habet vigorem, cum lege 

regia, quae de imperio eius lata est, populus ei et in eum omne suum imperium et potestatem 

concessit. (元首가 嘉納하는 바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즉 그의 大權에 관하여 제정된 大權法으로

써 人民이 그에게 그리고 그에 대하여 모든 자신의 大權과 職權을 委讓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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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은 주권자에 의해 제한적인 법제정권을 위임받은 법원이 그 관습을 사

법판결의 기초로 삼은 연후에 비로소 법규칙이 된다.18)

한편 판례의 기원은 로마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에 나오는 두 개의

모순되는 구절인 Codex 7.45.1319)과 Digesta 1.3.3820)에 대하여 중세 학식

법(learned law)에서 행한 주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주석학파

의 학자들(glossators)은 학설휘찬 D.1.3.32에 주석으로 달렸던 관습

(consuetudo) 이론21)을 거론하면서 이 모순을 해소하고, 중세 유럽대륙의

보통법(ius commune)에서는 판결을 관습법의 ‘증거’(proof)로 취급한다.22)

18) John Austin, Lectures on Jurisprudence or the Philosophy of Positive Law, 5th ed. (London: 

John Murray, 1885), pp. 534-543.

19) CJ.7.45.13: Imperator Justinianus: Nemo iudex vel arbiter existimet neque consultationes, 

quas non rite iudicatas esse putaverit, sequendum, et multo magis sententias 

eminentissimorum praefectorum vel aliorum procerum (non enim, si quid non bene dirimatur, 

hoc et in aliorum iudicum vitium extendi oportet, cum non exemplis, sed legibus iudicandum 

est), nec si cognitionales sint amplissimae praefecturae vel alicuius maximi magistratus 

prolatae sententiae: sed omnes iudices nostros veritatem et legum et iustitiae sequi vestigia 

sancimus.

20) D.1.3.38: Nam imperator noster Severus rescripsit in ambiguitatibus quae ex legibus 

proficiscuntur consuetudinem aut rerum perpetuo similiter iudicatarum auctoritatem vim legis 

optinere debere. (왜냐하면 우리의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께서 법률들로부터 발생하는 의문점들

에 있어서는 관습 또는 지속적으로 유사하게 결정된 재판례들의 권위가 법률의 효력을 가져야만 한다

고 批答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최병조, “로마법상의 관습과 관습법: 고전 법률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7(2): 1-50 

(2006), 14

21) D.1.3.32.pr-1 Iulianus libro LXXXIV digestorum.

De quibus causis scriptis legibus non utimur, id custodiri oportet, quod moribus et consuetudine 

inductum est: et si qua in re hoc deficeret, tunc quod proximum et consequens ei est: si nec 

id quidem appareat, tunc ius, quo urbs Roma utitur, servari oportet. (成文법률이 없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확립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것이 결하는 

때에는 그것에 가장 가깝고 또 그것에 합치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마시에서 행해지는 법을 지켜야 한다.)

(1) Inveterata consuetudo pro lege non immerito custoditur, et hoc est ius quod dicitur moribus 

constitutum. nam cum ipsae leges nulla alia ex causa nos teneant, quam quod iudicio populi 

receptae sunt, merito et ea, quae sine ullo scripto populus probavit, tenebunt omnes: nam 

quid interest suffragio populus voluntatem suam declaret an rebus ipsis et factis? quare 

rectissime etiam illud receptum est, ut leges non solum suffragio legis <12> latoris, sed etiam 

tacito consensu omnium per desuetudinem abrogentur. (고래의 관습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법률

로써 지켜지는 것인데, 이것이 관례에 의해서 확립된 법이라 불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들 자체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결정에 의해서 승인되었기에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또한 어떠

한 成文 규정 없이 국민이 승인한 것도 모두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표결로

써 자신의 의사를 선언하는 것과 행위와 행동 자체로써 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 고

로 법률들은 입법자의 표결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또한 불사용을 통해서 만인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서도 폐지된다는 것이 정당하게도 또한 승인되고 있는 바이다.)

최병조, “로마법상의 관습과 관습법: 고전 법률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7(2): 1-50 

(2006), 11-12.

22) 최병조 교수는 유스티니아누스법전의 관습법 관련 개소들에서 대체로 읽어낼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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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법원들은 자신들이 적용하는 법에서 로마법적 요소와 관습적 요소

를 의식하게 되었다. 각 법원은 고유한 사법실행을 갖고 있고, 이것은 법정

의 관습(forensic custom, usus fori)를 구성하는데, 그것의 증거는 오직 법

원의 판결들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따라서 소송인들

은 법원의 판결들, 특히 판결의 이유와 전거가 제시된(‘motivated’) 판결들

을 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유럽에서 그런 종류의 판결을 제시하는 가

장 고명한 법원은 Rota Romana였는데, 이 법원은 모든 나라에서 로마 카

톨릭 교회의 상소법원일 뿐만 아니라 교황령에서 제기되는 세속적 사안들

도 다루었다. 이 법원의 판결기록이 간행된 것은 14세기부터였고, 최초의

판례기록보고자는 잉글랜드의 관행에 익숙했던 잉글랜드인 Thomas

Fastolf였다.

한편 이유가 제시되는 판결을 하지 않았던 세속 법원의 경우에는 개별

판사들이 판결을 수집하고 간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Guy Pape가 자기

가 소속된 법원인 Parlement de Dauphiné at Grenoble의 판결을 모은 것

(1490), 그리고 Matthaeus de Afflictis가 나폴리의 판결을 모은 Decisiones

Sacri Regii Consilii (1499)가 있다.

제국법원(Reichskammergericht)도 이유가 제시되는 판결을 하지 않았는

데, 이 법원의 전직 판사였던 Joachim Mynsinger는 Singularium

observationum iudicii imperialis camerae centuriae quattuor (1563)에서

선별된 사건들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이유들을 설명하였다.

(1) 첫째로, consuetudo란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古來의(inveterata), 長期에 

걸친(longa), 영속적인(diuturna) 관행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2) 이러한 관행은 법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consensus populi; conventio)―이 동의는 사실의 차원에서 

명시적일 수 없으므로, 그 對當的 사태를 표현하는 묵시적인(tacitus) 동의로 파악될 수밖에 없게 되는

데, 이때 이러한 동의의 의사 상태는 항상 의식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주관적 요건을 통하여 승인되

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가들은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일찍이 명시적인 것과 행동거지에 의한 묵시적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 익숙하였다. 이러한 승인은 다년간 준수되었다(per annos plurimos 

observata)는 사실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서 확고히 뿌리내린(inveteratus), 대단한 정도

의 것(in tantum probatum)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승인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관

습에 규범력을 인정할 정당성이 긍정되기 때문이다.

(3) 이상의 요건을 갖춘 관습은 원칙적으로 성문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그러나 관습법은 다른 한편으로 원칙적으로 성문법이 규율하지 않는 영역에 한해서 인정된다(praeter 

legem). 이 한도에서는 인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묵시적 의사표시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에 반하는(contra legem) 관습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어떤 관습이 성문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지위에 놓이는 것인가, 즉 성문법 외적인 관

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문법규에 반하여 승인할 수 없고, 그 결과 단순한 사실인 

관습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여부의 판단은 권위 있는 심급의 몫이다.

(6) 기대 가능한 내용이지만, 관습은 정착된 판례와 더불어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된다.

최병조, “로마법상의 관습과 관습법: 고전 법률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7(2): 1-50 

(20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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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격률(maxim)에 따르면 판사들은 법을 해석해야지 판례를 따라

서는 안 되었다(non exemplis sed legibus iudicandum).23) 초기의 판례기

록집들은 주로 로마법 전거들을 인용하였지만, 16세기말이 되면 법원의 과

거 판결들을 판례로서 인용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판례

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판례를 따르리라는 함의를 지닌다.24)

18세기 절대주의 시대의 주권자들은 절대적인 ‘입법적’ 권위를 주장하다.

주권자의 의지가 유일한 法源이라고 보는 의지주의적(voluntaristic) 견해가

효율적인 재판관할과 모호하지 않은 법시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독일 여러 지역에서 반판례법적 입법(anti-case

law legislation)을 유발시켰으며,25) 입법자가 “reference to the statutory

commission”에 의해서 법률해석을 독점할 것을 선호하였다.26) 유사한 접근

법은 Austrian Codex Theresianus 1766과 Josephinian Law Code

1786/1787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에 판례가 예외없이 무시

되었던 것은 아니다.27) 그리고 § 7 ABGB는 판사들에게 “원리와 자연법”

에 호소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메울 자유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여하는

전향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위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전편

찬의 이상으로부터 판례 및 판례법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다고 직접적인 인

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특히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서 법관

제정법(judge-made law)을 부정하는 동기를 유발한 것은 군주제적 중앙집

권주의와 귀족들(estates)의 자율적인 사법운영권 사이의 근본적 갈등이었

다.

19세기 판덱텐 학파가 실정법에 초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최고법원에게 자신의 판결을 따라야 할 법률적 의

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었다.28) Ratio legum은 법시행이 명확하고 상위법원

23) CJ.7.45.13: Imperator Justinianus

Nemo iudex vel arbiter existimet neque consultationes, quas non rite iudicatas esse putaverit, 

sequendum, et multo magis sententias eminentissimorum praefectorum vel aliorum procerum 

(non enim, si quid non bene dirimatur, hoc et in aliorum iudicum vitium extendi oportet, cum 

non exemplis, sed legibus iudicandum est), nec si cognitionales sint amplissimae praefecturae 

vel alicuius maximi magistratus prolatae sententiae: sed omnes iudices nostros veritatem et 

legum et iustitiae sequi vestigia sancimus.

24) Peter Stein, Roman Law in European History (1999), 92-94 참조.

25) Constitution of Saxony of 1661; Corpus Juris Fridericiani 1748; § 6 Intr. Prussian Code of 

1794.

26) § 47 Intr. Prussian Code 1794.

27) 예컨대 Kurhessische Oberappellationsgerichtsordnung 1746, Codex Maximilianeus Bavaricus 

Civilis 1756.

28) 예를 들면 Jena 1816, Bavaria 1837, Hanoiver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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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재판관할권이 법적 통일성을 형성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이었다. 이러

한 입법이 없는 지역에서도 판례의 구속력을 나타내는 최초의 징후들을 볼

수가 있다. 예컨대 Austrian Judikatenbuch (1854)와 Spruchrepertorium

(1872). 프로이센 Kabinettsorder of 1836은 Geheime Ober-Tribunal이 확

립된 실행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a plenary decision)을

요구하였다. <381> 일부 고위 상소법원들(Oberappellations gerichte)은 성

문법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판례들의 구속적 권위를 수용하기까지 하였

다.29) 결국 제국법원(Reichsgericht)은 자신이 내린 첫 판결에서 구속적 판

례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30)

프랑스에서 판례의 역사는 파리고등법원(Parlement of Paris)의 스콜라적

실증주의에 기초를 두는데, 이 법원은 상소법원이자 귀족법원일 뿐만 아니

라 적용가능한 관습법을 기록하였다. 14세기부터 등장하는 판결 모음들(예

컨대 Jean Lecoq의 the Quaestiones)은 사적인 성격을 띠었고 법적 권위는

지니지 못하였다. 16세기부터 다수의 recueils d'arrêts가 유통되었는데, 이

것은 소송당사자들의 법적 논변의 기록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을 결합

한 것이다. 이것들은 소송실무자들이 심리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고 따라

서 법원(source de droit)이라고 지칭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집들이 판

사들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확실하게 추적하기는 불가능한데, 판결의 근거

들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고등법원들에서 판례

의 사법실행에 관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률가집단(gens de robe)에 대한 반감은 Code Civil 내에서 (특

히 Art. 4, 5) 법률과 관련된 사법실행에 대한 제약을 유발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법원들이 Corps Législatif (référé législatif)에게 해석의 문제

들을 맡겨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cueil

Sirey (1801)과 Recueil Dalloz (1802)는 1791년 이래 법관제정법의 적절성

을 예증한다. 판사를 재판 로봇에 불과한 존재로 보는 법전의 특정한 태도

와는 별개로, 주석학파(école de l'exégèse)가 법전의 문언을 문법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설하기만 하고 사법판결은 전적으로 무시했던 것은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온 법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다.31)

29) Oberappellationsgerichte Oldenburg/Berlin, Seufferts Archiv für Entscheidungen der obersten 

Gerichte in den deutschen Staaten 1865/1870, Nr. 203/224.

30) Reichsgerichtsentscheidungen in Zivilsachen 1, 313.

31) 이상 독일과 프랑스의 판례 취급에 관해서는 Ulrike Müssig, s.v. “stare decisis”, in The Oxfor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egal History, v. 4, ed. Stanley N. Katz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380-382. 이 글에서 뮈시히는 대륙법과 영국법에서의 판례취급에 대하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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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법원의 형성

잉글랜드에서는 법전화된 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본질적으로 달

라진다. 영국은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발전이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나라이다. 여기에는 물론 영국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면적을 가진 섬나라이라는 점이 큰 몫을 하였지만, 결정적인 원인

으로 꼽히는 것은 1066년 노르만 정복(Norman Conquest)에 의해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었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발전은 특히 국왕법원(king's courts)의 성장에서

두드러지는데, 영국 국왕법원의 발생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중세

적 성격이다.32) “봉건시대 朝廷會議(Council)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그 기능이 변화무쌍하다는 점이다. 조정회의는 법원이자 자문회의면서 동

시에 회계청(Exchequer)이었다. … 이러한 분업의 부재는 봉건시대의 특징

이며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다.”33)

평가한다: “판례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대륙법 국가와 보통법 국가들에서 사법판례의 구속력이라는 

관념에 근본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선례구속주의가 19세기에 최종적으로 수용되기 

훨씬 이전에 대륙에서는 학자들이 판례 관념(the idea of precedents)을 발전시켰음에 비추어 보면 

더욱 더 그러하다.”(같은 글 382).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판례와 선례의 구분을 분명히 하지 않은 데

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32) 이 점을 강조하는 고전적인 문헌은 Charles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nd Its 
Supremacy―An Historical Essay on the Boundaries Betwee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in 
England (Yale University Press, 1910). 이 책에서 매킬웨인은 “[오늘날 미국 법원의] ‘입법적’ 활동

은 우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 중의 일부는 역사적

인 이유(historical causes)임에 틀림없다”(p. ix)는 생각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회(High Court of 

Parliament)를 비롯한 영국 법원의 발전사를 논구하였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a) 노르만 정복 

후의 영국은 봉건국가(feudal state)였으므로, 그 정치적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는 봉건적(feudal)이라

는 단어가 국민적(national)이라는 단어보다 적합하다. (b) 그러므로 중세 영국의 중앙회의체(central 

assembly)는 봉건 회의체(feudal assembly)에 일반적인 특징을 지닌 봉건 회의체였다. (c) 봉건회의

체의 일반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법제정(law-making)의 부재였다. 법은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되

는(declared) 것이었다. (d) 봉건회의체에 의해 선언되어 존재하던 법은 관습(custom)의 집합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근본법(a law fundamental)으로 여겨졌다. 이 근본법에 어긋나는 규칙은 무효였고, 

영국에서 이러한 근본법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정되었다. (e) 당시의 또다른 특징은 정부의 상이한 

“部署들”간의 분업이 부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활동상 “입법”․“사법”․“행정”의 명확한 구분이 결여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f) 의회는 왕국의 최고 “법원”(the highest “court” of the Realm)으로서 하

위 법원들과 함께 일반적인 정부 기능에 참여하였다. 의회는 “입법”과 “재판”을 모두 수행하였으나 근

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두 가지 활동 사이의 명확한 구분은 파악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입법 

활동은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개략적으로 말해 의회는 입법부라기보다는 법원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일반 법원들은 사법기능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입법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기능도 수

행하였다. (g) 의회의 “결의”(“Acts” of Parliament)는 하위 법원의 판결(judgements)과 유사한 것이

었으므로, 하위 법원 판사들은 의회의 결의를 외부의 전능한 입법기관이 제정한 불가침의 규칙이 아니

라 다른 법원의 판결인 것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제정법에 대한 오늘날의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불

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이따금 일어났다. 같은 책, pp. vii-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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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에 국왕의 으뜸가는 임무인 정의 및 평화의 유지라는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은 조정회의였다. 조정회의는 오늘날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집중된 기구였다. 그러나 통치의 발전에 따라서 회계청을 필두로 기능의

전문화가 발생하였다.34)

앵글로 색슨 시대부터 존재하던 각 지방의 재판기구와 관습법(local

customs)은 12세기, 특히 헨리 2세하에서 순찰판사(justice in eyre) 제도35)

를 통해 중앙집중화되기 시작했다. 국왕재판(royal justice)은 원래 朝廷

(king's court=curia regis)의 일원인 순찰판사와 중앙의 조정회의가 전담하

였다. 그런데 중앙의 조정회의라고는 해도 이동이 잦았으므로36) 12세기 중

엽 헨리 2세 때가 되면 웨스트민스터에 상주하는 국왕법정(king's court)이

생겨난다. 이들은 법정에 상주한다 하여 ‘더 벤치’(the Bench) 또는 ‘더 플

레이스’(the Place)로 불리었다. 그 후 13세기에 마그나 카르타 규정37)에 의

해서 이 벤치가 민사소송(common plea)을 담당하는 민소법원(Common

Bench)으로 되었고 13세기말이 되면 기존 순찰판사를 대체하게 된다. 국왕

을 수행하던 판사들은 御前 판사(King's Bench; coram rege = before the

king)38)로 불렸다. 국왕이 웨스트민스터 근처에 있을 때 어전 판사들은 웨

스트민스터 홀에서 재판을 했고, 14세기 경에 더 이상 국왕을 수행하지 않

고 항상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래는 왕실세

33) Charles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nd Its Supremacy―An Historical Essay 
on the Boundaries Betwee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in England (Yale University Press, 

1910), p. 16.

34) 이하 영국 법원의 기원에 대해서는 맥킬웨인의 같은 책과 함께 J.H. Baker,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3rd edn. (Butterworths, 1990), chs. 2, 3, 6, 7; Theodore F.T. Plucknett,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on Law, 5th ed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56(1929)), Bk. 1, Pt. 2, ch. 5 참조.

35) 순회판사(justices of assize)로 계승된 순찰판사는 지방사법행정을 감독하기 위하여 순회하면서 

재판을 하였다. 여행과정에서 순찰판사는 민사보통소송과 국왕소송 모두를 심리했다. 13세기에 

생겨난 assize는 계절 주기로 각 주를 순회하였다. 이 순회재판 담당관은 1340년 이후 판사나 

상급법정변호사(sergeant-at-law)가 맡도록 규정되었다. 四季법원(quarter sessions)과 순회법원

(assizes)은 1971년 Courts Law에 의해 폐지되었다.

36) 당시 잉글랜드 국왕은 정치적‧경제적 이유에서 朝廷(king's court)을 이끌고 끊임없이 전국을 순

회하였다. 따라서 약 14세기까지는 공식 수도는 없었고 국왕이 행차하는 주요 도로만 있었다.

37) 마그나 카르타(1225년) 제11장(1215년 존 왕의 헌장 제17장)은 “민사보통소송(common pleas)

은 짐의 朝廷(our Court)에서 다루지 않고 어떤 특정 장소에서(in some certain place) 재판한

다”고 규정하였다. 마그나 카르타 제17장(존 왕의 헌장 제24장)은 “어떠한 주장관, 치안관, 검시

관이나 다른 집행리도 국왕소송(pleas of our crown)을 재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38) 이것을 “王座法院”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

의 설명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이 번역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용어의 편의성을 고

려하더라도) 적어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래의 의미를 살려 “御

前법원”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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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관련한 사건만 다루던 會計廳(Exchequer) 판사들은, ‘제소자는 국왕에

대한 채무자이고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제소자도 자신의 채

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의제(fiction)를 사용하여 튜더 시대에 보통법과 형

평법상의 관할권을 발전시켜 회계법원(Court of Exchequer)이 되었다. 이

리하여 민소법원(Court of Common Pleas 또는 Common Bench), 어전법원

(Court of King's Bench), 회계법원(Court of Exchequer)이라는 세 가지

보통법 법원(common law courts)이 성립하였다.

보통법 법원의 등장과 함께 국왕의 사법권은 보통법 법원에 위임된 것

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국왕은 여전히 ‘자비와 진리에 따라 평등하고 올

바른 정의와 재량을 행할’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 통상적 절차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될 때 이에 대한 구제를 베푸는 것은 국왕의 의무였다. 국왕은

통상적 사법 시스템 바깥에서 중대한 사법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중세의 적법절차 입법에 의해 중요한 제약을 받게 되었으

니, 국왕의 사법권은 보통법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생명․자

유․재산의 문제에 관하여는 허용되지 않았다.

13세기말까지 국왕이 자비를 베풀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

(petitions or bills)이 국왕에게 제출되면 국왕의 통상적인 답변은 ‘보통법

에 호소하라’는 것이었다. 예외적인 경우에 국왕은 직접 소송을 접수하였는

데, 조정회의와 결부된 새로운 관할권들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14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청원은 흔한 일이 되어, 이를 조정회의(the

council or parliament)의 특별한 협의(session)에 송부할 필요가 생겨났다.

14세기 중엽에 일반적이고 영속적인 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청원은 의회에

맡겨졌고, 이것이 재가되면 그것은 제정법이 되었다. 이러한 조정회의의 업

무로부터 몇 개의 법원이 성장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尙書

법원(Court of Chancery)39)이다. 尙書廳(royal chancery)은 보통법과 형평

법(law and equity)상의 관할권을 발전시켜서 15세기말에 독자적인 상서법

원이 되었다.

39) Court of Chancery는 흔히 ‘형평법원’이라고 번역되지만 본고에서는 달리 옮긴다. Chancery와 

Chancellor는 적당한 번역용어를 찾기 어려운 말의 대표격이다. 궁여지책으로 Chansellor를 대

법관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챈서리, 챈슬러라고 표기할 수도 있겠으나, 상서청, 상서로 

번역해 본다. 원래 Chancery는 국새를 보관하고 왕명 출납을 맡아보는 국왕직속 비서기관으로서 

그 長인 Chancellor는 curia regis내에서 최고 지위를 가졌다. 尙書는 중국 역사상 황제직속 비

서기관에 해당하는 벼슬로서 오랫동안 존속하면서 나중에는 중앙정부의 수위에 앉아 각부를 총

괄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 상서성이 있어서 그 아래에 6부를 두어 백관을 총령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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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의로부터 보통법 법원과 상서법원이 갈라져 나간 후에도 사법적

인 국왕대권에는 잔여분이 남아 있었다. 상서 혼자 다루기에는 부적당한

청원은 조정회의 또는 적당한 관리에게 맡겨졌다. 이로부터 여러 가지 朝

廷法院들(conciliar courts)이 생겨났다. 14세기 중엽에는 이러한 관할권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상서법원이 조정회의로부터 완전

히 분리된 것은 15세기였으며 다른 조정법원들의 엄밀한 분리가 이루어진

것은 16세기의 일이었다. 조정법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星室법원

(Court of Star Chamber)이다. 1347년에 웨스트민스터 궁에 건조된 星室

(camera stellata)은 천정에 별장식이 있는 방으로서, 조정회의의 재판모임

(judicial sessions) 장소로 사용되었다. 15세기까지도 ‘성실에서의 조정회의’

는 특정한 회합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원과 국사를 다루었다. 1540년에 성

실청으로부터 분리된 추밀원(Privy Council)은 통치 정책을 논의하는 소규

모 조정회의로서, 17세기 이후로는 상소심 관할권만을 소유하게 되었다.40)

16세기에 성실청은 형사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스튜어트 왕조 하

에서 악명높은 기관이 되어버렸고 1641년에 장기의회(Long Parliament)에

의해 철폐되었다.41)

그런데 어전 재판은 그 이름대로 국왕 앞에서(coram rege) 행해지는 것

이 원칙이었고, 국왕이 미성년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조정 앞에서

(coram consilio) 행해졌다. 그 결과 어전법원은 조정회의와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전재판이 직업적 판사들에게 위임된 것은 에드워드

1세(1272-1307) 때의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어전법원과 조정회의 사

이에는 여전히 밀접한 연관이 유지되었다.42)

이러한 조정회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확대된 형태를 띠었으며

팔러먼트(parliament)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기구에 대한 것이

라기보다는 그러한 모임이 일어나는 사건(event)에 대한 것이었다.

40) 이것은 1833년에 가서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로 법제화

되었다.

41) 교회법원(ecclesiastical courts)의 경우에는, 1534년 1월에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자, 이전부터 존재하던 교회법원들이 변화를 겪게 된다. 1580년에 고등종무법원(Court of 

High Commission)이 설립되어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교회수장(Head of the Church)의 최고 

관할권을 행사하였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성실청이었다. 고등종무법원은 심문시에 자기부죄를 강

요할 수 있는 직권선서(oath ex officio)에 의한 재판으로 인해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민소법원

장 쿠크는 직권선서에 대한 공격을 가하였다. 16세기 말에는 어전법원과 민소법원에서 교회법원

의 재판에 도전하는 중지영장(writs of prohibition)이 증가하였다. 장기의회는 1641년에 고등종

무법원을 철폐하고 교회법원의 형사 관할권을 폐지하였다.

42) Theodore F.T. Plucknett,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on Law, 5th ed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56(1929)), pp. 149-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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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서 어전법원은 민소법원처럼 보통법적인 절차에 구속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보통법적 제약하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처리

하기 위한 형평과 재량의 수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수단을 제공한 것은

조정회의였다. 조정회의의 재량권에 의해 처리되는 문제들은 다양하고 광

범위하였다. 어떤 문제들은 전문적인 廷臣들(councillors)에 의해 처리될 수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넓은 범위의 유력자들(magnates)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조정회의의 업무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즉 국

왕을 항상 수행하는 조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문제와 유력자 일반의 조

언을 얻는 편이 나은 문제가 그것이다. 토의 대상이 사법적 문제이든 정치

적 문제이든, 그리고 토의가 벌어지는 곳이 소규모 조정회의이든 대규모

회의체이든, 중요한 토의는 ‘의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었다.

에드워드 1세 때에 새로운 종류의 기록문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의회기록 두루마리(Parliament Rolls)이다. 메이틀랜드의 연구가 보여주듯

이 초기 의회기록 두루마리에 나타나는 업무의 대부분은 사법적 성격의 것

이었다. 이때가 되면 어전법원은 초기의 재량적 권한을 상실하고 보통법

절차에 만족하고 있었으므로, 과거의 어전법원이 행사하던 권한을 이어받

은 것은 의회였다. 이것이 바로 귀족원의 상급심 관할권의 기원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법원은 모두 조정회의에 기원을 두고 있었

다. “얼마 동안 이 최고법정(highest tribunal)은 어전법원(king's bench)과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 상위의 법정은 별개의 법원이 아니라 하위 법정

의 강화된 형태였다. 의회 기록문서에 등재되는 청원은 어전법원 기록문서

에도 등재될 수 있었다. 어전법원의 판사들은 조정회의의 구성원이었고 조

정의 전원회의(a full meeting, a parliament, of the council)에서 심리되는

사건은 다른 이들보다도 어전법원의 판사들에 의해 심리되었다. 청원은 의

회로부터 어전법원으로, 또는 어전법원으로부터 의회로 계속성의 단절 없

이 연기될 수 있었다.”43)

즉 오늘날 의회와 법원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중세 잉글랜드에 그

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해를 그르치게 된다.44) 보통법 법원과 상서법원, 의

43) F.W. Maitland, Records of the Parliament of 33 Edw. I. (Rolls Series), Introduction, pp. 

lxxx-lxxxi. Charles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nd Its Supremacy―An 
Historical Essay on the Boundaries Betwee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in England 

(Yale University Press, 1910), pp. 18-19에서 재인용.

44) parliament와 court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Charles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nd Its Supremacy―An Historical Essay on the Boundaries Betwee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in England (Yale University Press, 1910), pp.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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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의 잉글랜드 정부 기구들이 사실상 완성되는 것은 14세기의 일이다.

(3) 중세의 법관념

중세에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입법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45) 봉

건 시대의 법은 주로 기존 관습의 선언이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보통법은

주로 입법부의 산물이 아니라 법원의 산물이었고, 보통법의 발전은 입법적

인 활동이 아닌 사법적인 활동에 의해서 초래되었다.46)

당시의 사고방식에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낯선 관념이었다. 변화가

발생하고 그것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도 그 변화는 오랜 관습을 시행

하는 제도상의 결함을 시정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그릇된 不用(desuetude)

의 시기가 지난 후에 그 관습을 회복하거나 오랜 규칙과 충돌해 온 誤用

(abuses)의 제거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용이하지 않

을 때에는 의제(fiction)를 통하여 변화가 은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입

법’(legislation)에 대한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에드워드 1세 시대에 나타나는 비상한 입법활동들에서와 같이

입법적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에도 제정법의 범위는 한정되었고 그 성

격은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현재를 과거에 투영하는 식으로 역사를

읽지 않고 과거를 그 자체로서 읽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중세 역사를 본다

면, 근대적인 입법 관념은 거의 사라지고, 법의 성장에 관한 한 의회는 법

제정(jus dare) 기관이 아닌 법선언(jus dicere) 기관이라는 점이 드러난

다.47)

45) Fritz Kern은 초기 게르만 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중세에는 ‘법규칙의 첫 적용’

과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법은 오랜 것이고, 새로운 법이라는 말은 모순이었다. 새로

운 법은 오랜 법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도출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오랜 법과 충돌하

는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며, 후자의 경우에 그것은 정당한 법(lawful)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

본적 관념은 동일하게 남아있다. 오랜 법이 참된 법이고, 참된 법은 오랜 법이다. 그러므로 중세

적 관념에 따르면, 새로운 법의 제정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입법과 법개혁은 침

해되었던 좋은 옛 법의 회복이라고 파악되었다.”Fritz Kern, Kingship and Law in the Middle

Ages, trans. S.B. Chrimes (1939), 151. ‘오래고 좋은 법’(gutes altes Recht)이라고 하는 중세 독

일의 관습법 관념에 관해서는 최종고, “중세독일에 있어서 법관념과 법발견”,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1980), 제7장 참조.

46) 이하 중세법으로서의 영국 보통법의 성격에 관한 서술은 Charles H. McIlwain, 같은 책, 제2장

(pp. 42-108)에 크게 의존하였다.

47) 매킬웨인은 자신의 책 <최고의회법원>에서 매이틀랜드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題詞로 삼았다:

“법의 역사는 사상의 역사여야 한다. 법사는 과거에 사람들이 한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생각을 설명해야 한다. … [시대착오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역

사를 앞으로뿐만 아니라 뒤로도 읽는 것(reading our history backwards as well as forwards),

우리의 ‘고대’(archaic)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중세를 확인하는 것, 밤의 어둠 속으로 나

가기 전에 우리의 눈을 황혼에 적응시키는 것이다”(F.W. Maitland, Domesday Boo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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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이유야 무엇이든 그러한 법관념(a

conception of law)은 봉건 시대의 다른 제도들 및 일반적인 정치관념과

매우 잘 부합하였다. 이러한 관습적 법은 배심이나 조정회의에 의해 선언

되고 표면상으로는 거의 변경되지도 않고 그 시작도 알 수 없었으며,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거의 필연적으로 불가침성(inviolability)을 획득하게 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불가침성이 관습이 보존되는 것의 결과이든 원인이든,

근본적이고 불변적인 법(a law fundamental and unalterable)과 이로부터

유래하는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들(rights derived from it indefeasible and

inalienable)이 존재한다는 감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근본법의 내용은 명

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잉글랜드에서 그것은 언제나 전혀 명확하지 않

았다. 그러나 그러한 관념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형성적 원리로서 자리잡

게 되었으며, 일단 이러한 관념이 자리를 잡게 되자 모든 것이 여기에 물

들게 되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제한군주정(limited monarchy)이 성립하게 되는

역사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지닌 중요성의 원천은 거기에 포함된 구체적인

조항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근본법(fundamental law) 사상이었다. 스

텁스(Stubbs)가 “잉글랜드 헌정사 전체는 이 헌장에 대한 주석”48)이라고

말한 바 있는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까지도 구속하는 근본법 원칙을 봉건시

대로부터 근대 국가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7세기 헌법투쟁 과정에

서 사람들은 “후대의 관념을 과거의 제도 속에 투영시키는 불가피한 습관”

에 의해, 마그나 카르타의 봉건적 배경을 완전히 오해한 나머지 이것을 계

급적 문서로 보지 않고 거기에 국민적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조정회

의로부터 대의적인 입법기관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지닌 중요성도

그것이 근본법 관념의 수호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마그나 카르타가

말 그대로 마그나 카르타, 즉 大憲章이 된 것은 그 실제 기원 때문이 아니

라 근본법에 기반을 둔 후대의 주석 때문이라고 보아야 정확할 것이다.49)

쿠크는 의회제정법에 의한 마그나 카르타 확인 횟수를 32회로 계산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1368년의 확인이다. “대헌장과

삼림헌장은 모든 점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반하게 제정된 제

정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효이다.”50) 매킬웨인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의 의

Beyond). 메이틀랜드가 제시한 이러한 방법에 따라 매킬웨인은 영국에서 1688년 명예혁명을 통

해 확립된 의회주권주의를 통하여 영국 중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세를 그 자체로 보기를 시도

한다.

48) Select Charters, p. 296.

49) 마그나 카르타의 기저 원칙(underlying principle)으로서의 근본법 관념에 대해서는 Charles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and Its Supremacy, pp. 52-66.

50) 42 Edw. III., ca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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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명료해 보인다. … 말 그대로 이후로 마그나 카르타 전체는 고정되고

불변적인 법에 다름아닌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당시에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변화시킨 것

은 나중에 획득된 입법의 습관과 그 결과로 17세기에 대두한 의회주권이라

는 현실일 뿐이다.”51)

이러한 옛 관념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의회주권이 확립된 이후에도 의

회는 ‘어떤 의회도 선행 의회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모순되는

언어를 이따금씩 사용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장 현저한 예는

1706년의 스코틀랜드 연합법(Act of Union)이다.

“17세기 내전 이전, 그리고 주권적 입법부라는 관념에 익숙해지기 전에

는 근본법이라는 관념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었다(normal and usual). 이

것은 의회가 改變을 행한 적이 전혀 없었다든지 마그나 카르타 원칙에 반

하는 의회제정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잉글랜드와 같이

헌법과 일반 입법 사이에 형식적인 구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법을 구별하는 선을 긋기가 어렵다. 만약 잉글랜드에 헌정

구성적 법(constituent law)이 존재하였다면, 그것은 [형식적 문서(들)에서

가 아니라] 주로 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판사들이 적용하는 규칙들에

서 찾아야 한다.”52)

만약 헌법이 法典化된 적이 없는 나라에서, 그리고 그러한 법전화가 가

능하다는 생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판사들이 일정한 규칙, 구

체적으로 말한다면 마그나 카르타의 조항들이 영구불변적임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제정법을 뻔한 의제든 다른 식으로든 매우 명료한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은 법률 주석가들이 그

러한 제정법을 ‘불명예스럽다’거나 심지어 무효인 것으로 다루고 있음을 발

견하다면, 입법 기관의 일상적인 제정법보다 상위의 권위를 지니는 어떤

법에 대한 관념이, “살아있는 법원칙”(an active living legal principle)53)으

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될 것이다.

만약 오늘날 영국 의회가 헌정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법률을 제정

한다면, 어떠한 법원도 그것이 법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그것을 무효라고 선언하지도 않을 것이고, 입법의도와 명백하게

어긋나는 의미로 해석하지도 않을 것이며, 의제를 통해 그것을 회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의미가 완전하게 명확한 경우에 그들이 그것을 시행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54) 그러나 16세기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

51) Charles H. McIlwain, 같은 책, pp. 59-60.

52) Charles H. McIlwain, 같은 책, p 61.

53) Charles H. McIlwain, 같은 책,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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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에는 의회 권한의 성장으로 퇴색하기 전의 생생한 의미를 지닌,

진정한 근본법이 존재하였다. 일반 원칙은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

하였다. 근본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나 자유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항상 명확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

도 없었으며 이에 반하는 모든 법률은 정말 전혀 법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

다.”55)

“쿠크에게 특정 제정법이 효력이 없다는 단호한 진술을 찾아보기는 어

렵다. 그런 말은 현명한 말이 못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오늘날

의 판사라면 표현하고 싶지 않을 감정을 습관적으로 드러낸다.”56) “마그나

카르타에 반하는 모든 제정법은 무효이다(holden for none).”57)

베이컨조차도 마그나 카르타가 불변적이라는 쿠크의 견해와 일치한다.

베이컨은 마그나 카르타에 대한 제정법의 확인들을 인용하면서, “잉글랜드

의 위대한 헌장에서 무엇보다도 국왕은 자신이나 계승자가 상기 헌장에 담

겨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

며, 누구든 이에 반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모두 힘이나 효력이 없을 것

이라고 허락하였다.”58)

장미전쟁(1455-85) 이후 시기의 법관념에 관하여 피기스(Figgis)는 이렇

게 서술하였다:59)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제정법이 아니라 보통법이다. 직접적인

제정에 기원을 두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보통법은 어떤 입법자도 부여할 수 없는 慣規(prescription)의 신비로운

신성함을 지니고 있었다. 보통법은 심오한 원칙의 구현체이며 인간 이성

과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 놓은 자연법에 대한 최고의 표현으

로서 장엄한 후광에 싸여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사람들은 아직도 의회

제정법이 보통법을 선언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음을 믿지 않았다. 사람

들이 숭배 대상으로 세웠던 것은 보통법이다. 그들은 보통법이 질서있는

삶과 기율있는 활동의 상징으로서, 이제는 지나가 버린 흉악한 시대의

방종과 폭력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지방적 관습이나 특수한 특권

54) Charles H. McIlwain, 같은 책, p. 63.

55) Charles H. McIlwain, 같은 책, p. 63.

56) Charles H. McIlwain, 같은 책, p. 64.

57) 3 Inst. 111. Charles H. McIlwain, 같은 책, p. 64, n. 1에서 재인용.

58) Bacon's Works (edited by Spedding, Ellis, and Heath, Boston, 1861), vol. xv. p. 14. in 

Brief Discourse upon the Commission of Bridewell. Charles H. McIlwain, 같은 책, pp. 

64-65에서 재인용.

59) The Theory of the Divine Right of Kings, pp. 2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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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하나의 체계가 모든 이에게 공통적인 것이 될 것이었다. 순간적

인 변덕이나 경쟁하는 왕가들의 불안정한 원칙들, 일부 대귀족의 욕구,

찬탈자의 책략 대신에 잉글랜드에는 국왕과 의회보다도 오래고 유구한

위엄과 거의 신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의 체계가 지배할 것이었다. ‘법은

하느님의 숨결이며 그 목소리는 세계의 화음이다.’ 그리고 보통법은 법

의 완벽한 이상인데, 그것은 자연적 이성이 수많은 세대에 걸쳐 집단적

인 지혜에 의해 발전되고 해석된 것이기 때문이다. 국왕의 통치와 영주

의 재판은 이에 의해 이루어진다. 왕국의 신분들 간의 관계와 헌정의 근

본법이 이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그 권위는 오랜 慣用과 거의 초자연적

인 지혜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국왕의 변덕이나 대신들의 욕구에다가

그 덧없는 존재의 근거를 두면서 가진 것은 오직 물리적인 제재뿐이고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는 의회제정법이나 칙령보다 상위에 있다.

(4) 판례법주의의 발단

중세 영국의 법원과 당시의 법관념이 위와 같이 중세적인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강한 형태의 판례주의가 유독 영국에서만 발생했던 원인은 무엇

일까? 그 원인은 매우 우연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터인데,

이때 거론되어야 하는 사람이 글랜빌(Glanvill)과 브랙턴(Henry de

Bracton, c. 1210-1268)이다.

이 가운데 특히 브랙턴은 “보통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

통법의 형성에 결정적인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60)

1220-30년대에 씌어져 1250년대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잉글랜드

의 법과 관습에 관하여>(De legibus et consuetudinibus Anglie;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는 오랫동안 브랙턴의 저작으로 여겨져 왔

다. “국왕은 사람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하느님과 법 아래에(under

God and the Law) 있어야 한다. 법이 국왕을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

왕은 법이 국왕에게 귀속시키는 바, 즉 통치권과 권력을 법에게 귀속시켜

60) “헨리 3세의 치세(1216-72)는 내 생각으로는 코몬로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폴록과 매

이틀랜드가 말하고 있듯이 ‘그 시대의 말엽에 중세 영국법의 주요한 윤곽이 뚜렷이 잡히고 말았

으며 그 뒤 수 세기 간은 그들 앞에 놓인 변경할 수 없는 틀 속에 그저 세부를 채우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코몬로의 아버지’인 브랙턴이 그의 위대한 사업을 수행한 시

대이다.” 죤 C.H. 우 저/ 서돈각 역, <정의의 원천-자연법 연구> (박영사, 1958), 91쪽 (몇 군데

표현을 인용자가 현대화하였음).

      사실 브랙턴은 그 이름을 비롯하여 신원이 분명치 않아서 실존인물인지 여부부터 논란이 있었다. 

그가 실존인물이었음은 분명하지만, 그의 책은 자기 혼자 저술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

람의 작업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오늘날의 연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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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법이 아닌 의지가 지배하는 곳에는 국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

다”라는 유명한 구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1569년에 최초로 인쇄출판이 이

루어졌고, 브랙턴은 제2의 생명을 얻게 되어, 이후 입헌군주정을 옹호하는

텍스트들의 숭고한 원천으로 이용되었다.61) 그리고 브랙턴이 저자라는 사

실이 뒤늦게 발견된 <브랙턴의 공책>(Bracton's Notebook)이라는 저작도

있다.62)

1240-50년대 어전법원 판사였던 브랙턴은, 또는 더 정확히 말해 브랙턴

을 일원으로 하는 일군의 편집자들은, <잉글랜드의 법과 관습에 관하여>

에서 로마법과 교회법에 관한 학식을 바탕으로 삼고 영국의 판례들을 광범

위하게 동원하여 당시 영국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으며, 이 저술의 기

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공책>에서는 정부의 공식기록인 청원기록 두루마

리들(plea rolls)을 활용하여 2천 건이 넘는 판례들을 집성해 놓았다. 방대

한 판례기록들에 바탕을 두는 브랙턴의 저술은 영국법의 전개방향과 관련

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특히 그는 앞 세대의 판사들이 당시의 판사들

보다 훨씬 박식하고 훌륭하였다고 믿었고, 따라서 이미 한 세대가 지나버

린 상당히 오래된 판례들에 의존함으로써 법을 과거의 오랜 원칙들에게로

되돌리고자 하였다.

재판기록을 이용하여 당대의 법을 설명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방법론이었다. 브랙턴은 법원칙을 먼저 서술한 다음 이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로 판례를 인용하였다. 그의 손에서 판례는 법원칙(legal principle)을

예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판례가 그 자체로서 구속력있는 法源이라고 여

겨졌던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가 “유사한 사안으로부터 유사한 사안으

로”(a similibus ad similia), 즉 “같은 사건은 같게 판결해야 한다”는 類比

(analogy)의 원칙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었다. 브랙턴의 저작은 이

후 판례연보(Year Books)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판례기록집의 출현에 영향

을 주었다.

오늘날 50종이 넘는 필사본이 남아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브랙턴의

저작은 13-14세기에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나 영국 법제도가 아직 발달의

61) 필사본 텍스트를 기초로 삼아 그 유래를 상세히 밝히는 별권과 함께 라틴어 원문을 담은 현대적 판

본이 1915년에 간행되었다. George E. Woodbine ed., Bracton De Legibus et Consuetudinibus 
Anglia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15). 그리고 이를 대본으로 삼은 영역본이 포함된 

책도 간행되었다. George E. Woodbine & Samuel E. Thorne ed, 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4vo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1977). 텍스트는 현재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http://hlsl5.law.harvard.edu/bracton/Common/index.htm].

62) Frederic William Maitland ed., Bracton's Note Book. A collection of cases decided in the 
King's courts during the reign of Henry the Third (London: C.J. Clay & Sons, 1887). 텍스트는 

현재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http://www.archive.org/details/bractonsnoteboo00maitgo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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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 있는 시기에 너무 일찍 나온 탓에 그의 저작은 오래지 않아

낙후된 문헌이 되어 버렸고 오랫동안 잊혀지게 되었으며, 이후 이와 유사

하게 영국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책이 에드워드 쿠크에 의해 나오

기까지는 500년이 걸렸다.63)

(5) 판례기록집의 시대와 사법적 법형성 관념의 부침

판례기록 보급(law reporting)은 세 시기로 나뉜다. 첫째는 판례연보

(Year Books) 시대(1283-1535)인데 이 이름은 당시의 인용방법이 국왕 재

위연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둘째는 私撰기록 시대(1630년대

-19세기 후반)로서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쿠크의 것이다. 이 기록들

은 176권짜리 English Reports로 간행되었다. 셋째는 1865년 General

Council of Law Reporting이 구성된 이후 공식적인 Law Reports의 시대

이다.

판례연보 시대에 기존 판례를 인용하는 관행은 지속되었으나, 이러한 관

행이 선례구속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판결에 의한 법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판례는 곧 법규칙이 되고 구속력을 갖게 되어서, 결국 단순한 판례주의가

아닌 선례구속주의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1315년 Bereford 법원장은 “브랙턴은 non exemplis set racionibus

adjudicandum est [판결은 판례가 아니라 이성에 따라서 내려야 한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64) 이는 법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될 뿐

이라고 하는 중세의 표준적인 법이론과도 부합하고, 보통법이 주로 국왕법

원의 관습이라고 하는 영국적인 관념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의식적인 사

법적 입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판례연보 시대의 말기에 해당하는 15

세기에 이르러서도 판례연보 상의 판례들이 구속적인 선례로 여겨지지는

않았다.65)

63) 자세한 사항은 C.K. Allen, Law in the Making, 7th ed. (Oxford: Clarendon Press, 1964), pp. 

187-190; Theodore F.T. Plucknett,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on Law, 5th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56), pp. 342-345; J.H. Baker,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4th ed. (Butterworths-LexixNexis, 2002), p. 176.

64) Theodore F.T. Plucknett, A Concise History of the Common Law, 5th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56), p. 345. 인용문은 Cayley v. Tattershall, Y.B. Pasch. 8 Edw. 2, f. 273 

(1315), reported in 41 Selden Society 118 (1924). 이 법언의 원래 출처는 Cod. 7.45.13. 라틴어 

인용문의 번역은 Morris S. Arnold, “Statutes as Judgments: The natural law theory of 

Parliamentary activity in medieval England”,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26 (2) 

(1977), 339쪽 참조. 

65) 플러크니트는 현대적인 사법적 입법 관념과 가장 근접하는 사례로서 판례연보에 실려 있는 1454년 



- 35 -

중요한 점은 판례연보 시대에 하나의 판결이 판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

었고 여러 판결들이 관습의 증거(evidence of a custom)가 될 뿐이었다는

것이다. 판결을 규율하는 것은 판례 또는 관습의 증거로 인용되는 판례가

아니라 관습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선례구속주의와는 달리 당시의 판

사들은 판결이 크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여길 때에는 판례를 따를

필요가 없었다. 다시 말해 단일 판결은 구속적인 권위전거가 아닌 반면에,

(판례 인용에 의해 입증되는) 잘 확립된 관습은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여겨졌던 것이다.66)

단일 판결이 구속적 선례(a binding precedent)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은

16세기에 일부 특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발견된다.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에 보통법 법원은 어전법원과 민소법원의 판

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하여 판결을 내렸는데, 때로는 회계법원 판

사들과 상서까지도 참석하였다. 이러한 회의는 15세기 초 흔히 회계청실

(Exchequer Chamber)에서 열렸는데, 결국 법원들이 어려운 사건들은 회계

청실에 회부하는 관행으로 발전하였으며, 상급법정변호사(serjeants)도 회의

에 참석하게 되었다.67) 자연히 주요 사법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 회

의에서 나오는 결정은 특별한 위광을 누리게 되었고, 16세기에 “회계청실

사건”(chequer chamber case)이라는 것은 충분한 숙의와 권위있는 결정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모든 판사들이 참석한

Prisot 법원장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법률(statute)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거의 수많은 

고명한 판사들(many honourable judges)의 판결과 배치되는 한두 판사의 의견에 주목한다면 이는 이

상한(strange) 상황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오랜 과거에 그 문제를 판결했던 판사들은 법률의 제정에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었고 그 법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게다가 만약 지금 나쁜 

판결을 내리게 되면 판례연보를 공부하는 젊은 견습생들에게 안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인데, 만약 지금 

우리가 판례기록집에 나와 있는 숱한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은 결코 판례연보를 신뢰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플러크니트의 해석에 따르면 “이상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일관성이 없

다”(inconsistent)는 뜻으로 흔히 쓰이던 표현이고, 이러한 진술은 여러 고명한 판사들의 수많은 판결

과 한두 판사의 일부 의견 사이에 행해지는 저울질에 의거하는 것일 뿐, 과거의 판결을 따르는 일이 

진정 구속력있는 선례의 발견에 해당한다는 견해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다. 판례연보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진술들은 법학견습생의 입장을 고려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Theodore F.T. 

Plucknett, 같은 책, 346-7쪽. 이에 관해서 중세 영국의 판례주의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오늘날의 연구성과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판례연보 시대에] 법적 일관성(legal 

consistency)의 진정한 발상지는 법원 자신이기보다는 법조학원(Inns of Court)이었다: 법률가들은 그

곳에서 법적 문제들의 토론을 되풀이하였고, 14세기부터는 법조학원이 감독하는 모의재판을 통하여 

법률가 지망생들을 가르쳤다. 보통법은 법조인의 공통적 지식(the common learning of the 

profession)으로서 고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대개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들에 반영이 되었겠지

만, 그 판결들이 법규칙으로 여겨지는 것의 일차적 원천[=즉 진정한 法源]은 아니었을 것이다.” David 

Ibbetson, s.v. “doctrine of precedent”, in The Oxfor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egal 
History, v. 4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377.

66) Plucknett, 같은 책, 347쪽.

67) Plucknett, 같은 책, 16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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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내려진 판결은 거기에 참석했던 판사를 구속하게 되며, 나아가서

해당 판결에서 정해진 원칙은 그 판사가 이와 관련된 추후의 판결을 내릴

때에도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16세기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실현되었

고, 17세기에 이르면 회계청실의 판결은 구속적 선례라고 하는 관행이 확

립된다.

인쇄술이 도입된 이후 사찬기록 시대에는 판례기록의 양도 늘어나고 인

용판례의 수도 늘어났으며, 특히 당대 최고의 판례지식 보유자로서 자신이

직접 내린 판례들까지 담고 있는 쿠크 판사의 판례집은 판례기록의 질적인

향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판례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판례가 구속력을

갖는 법규칙이라는 관념은 여전히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17세기 초의 쿠

크도 19세기 말의 매슈 헤일(Matthew Hale)도, 판사들은 규칙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재하는 규칙을 확인하고 적용할 뿐임을 강조하는 경향

을 보였다. 특히 17세기에 의회주권주의(the doctrine of parliamentary

sovereignty)가 확립되어 가는 정치적 상황에서 법원이 법형성권을 갖는다

는 생각은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법률가들은 의회주권주의를 통하여

국왕 단독의 법제정권을 부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법률가들이 자

기들한테는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극히 어려웠다. 이러한

법선언론(declaratory theory)이 주장되고 수용되었다는 것은 세인트 저맨

의 <박사와 학생>에 기초를 두는 사법적 법제정 이론이 강력하게 발전하

지는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판결들과 거기에 필요한 추론은 여전히

중요성을 인정받았지만, Bole v. Horton (1673) 사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진술된 것은, 선행 판결이 법에 따라 내려졌음을 판사가 납득하지 못한다

면 그는 기존 판결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당대 보통법의 발전을

주도했던 맨스필드(Mansfield) 판사는 법의 일관성과 확실성에 특별한 관

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심의 배후에 있었던 것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

칙을 적용함으로써 소송을 억제하는 것이 좋다는 정책적 견해였다. 맨스필

드는 Bishop of London v. Ffytche (1783) 사건에서 선례구속주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혔다. 그는 기존 판례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하면

서, 만약 정착된 법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진다면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 법

을 고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편이 훨씬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논하였

다. 맨스필드는 현존 원칙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에 언제나 찬성

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에게 법의 확실성이라는 목표의 의미는 정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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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자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법이 판사 개인의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성향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

다.

한층 엄격한 선례구속주의로의 이러한 변화가 그 자체로서 이론의 변화

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판례법은 기존의 법을 선언할 뿐

이라고 하는 법선언론(declaratory theory)은 블랙스톤(Blackstone)에 의해

지속적으로 옹호되었다.

맨스필드가 활동했던 시대는 판례기록보급이 정례화되어 가던 때였다.

제임스 버로우즈(Sir James Burrows)의 어전법원 판례집은 지도적 판례들

에서 나온 판결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질적인 도약을 이

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준공식적인 판례기록보급자들

의 체계가 핵심적인 법원들 각각에 대하여 형성되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1865년부터는 통합판례기록보급평의회(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의 후원 하에 진정한 공식체계가 출범하였다. 그러한 신뢰할 만

한 판례기록집을 구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맨스필드가 선구적으로 주창

했던 유형의 엄격한 선례주의가 가능해졌다.

(6) 엄격한 선례구속주의의 확립

법원이 판례를 따를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는 역시 판례를 따른다면 “폐단”이 초래될 경우에, 판례가 법의 진정

한 상태를 표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방법이었다. 둘째는 판례와 원칙을

대조시키기를 즐겨했던 맨스필드 판사처럼 판례기록의 부실함을 비난하면

서 이를 이유로 해당 판례를 무시하는 방법이었다.

엄격한 선례구속주의가 수립되려면 먼저 정례적이고 신빙성있는 판례기

록이 보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조직의 위계적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

고, 이에 따라 엄격한 선례구속주의가 확립될 수 있었다.

귀족원은 Beamish v. Beamish (1861) 판결에서 자신의 선행 판례에 구

속된다는 입장에 근접하였지만, 이것이 엄격한 규칙으로 확립된 것은

London Street Tramways v. London County Council (1898)이었다. 이와

같은 엄격한 선례구속주의는 법의 확실성을 제고하였지만 동시에 법의 경

직성을 초래하였다. 자연히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그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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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데닝(Alfred Denning) 판사이다.68) 결국 1966년 영국 귀족원은

Practice Statement를 통하여, 귀족원은 자신의 선례를 여전히 존중하지만,

이후로는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의 선례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하

였다.69)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자신의 선행 판례에 구속된다는 진술은

Velazquez Ltd.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1914) 판결에 나온 바

있지만, 이 규칙이 최종적으로 확립된 것은 Young v. Bristol Aeroplane

Co. (1944) 판결에서였다. 데닝 판사는 항소법원도 귀족원처럼 자신의 선행

판례에서 이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Miliangos v.

Goerge Frank Textiles (1975) 판결에서 확고하게 거부되었다.

벤섬과 오스틴은 법의 확실성을 저해하는 판례법체계를 통렬하게 비판하

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블랙스톤의 법선언설을 비판하면서 주창한

법명령설은 판사의 사법적 입법 관념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감을 감소시키

는 효과를 초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선례구속주의가

확립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7) 미국의 선례구속주의 형성사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했으므로 자연스럽게 보통법 세계의 일부로

출발하였다. 혁명 후 영국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쟁이 일

어났다. 그러나 1776년 제1차 대륙회의에서 채택된 권리선언에서는 식민지

들이 “잉글랜드 보통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결국

각 주별로 영국의 판례법을 수용하기로 하는 입법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

었다.70) 다만 루이지애나 주는 예외이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자국의 독자적

인 판례가 축적되어 갔는데, 영토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하나의 연방국가

내에 다수의 법체계가 공존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영국

68) 데닝 경(1899-1999)은 엄격한 선례구속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펴면서 테니슨(1809-1892)의 시를 

인용하였다: “A man may speak the thing he will; / A land of settled government, / A land of 

just and old renown, / Where freedom broadens slowly down / From precedent to 

precedent.”(You Ask Me Why, Tho' Ill At Ease) 데닝은 이 시가 말하는 것은 선례를 엄격하게 따

름으로써 자유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테니슨의 시구를 인용한다: “That codeless myriad of precedent, / That 

wilderness of single instances.”(Aylmer's Field)

69) Practice Statement (Judicial Precedent), (1966) 1 W.L.R. 1234 (House of Lords). 이에 의해 초

래된 선례구속주의의 내용적 변화를 법적인 혁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70) 로렌스 M. 프리드만/ 안경환 역, <미국법의 역사> (청림, 2006), 142-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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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먼저 판례집이 공식적으로 간행되어 보급됨으로써 독자적인 보통법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가 일어났던 19세기 미국

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법규칙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필요는

선례구속주의의 형성을 촉진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71)

2. 선례구속주의의 실행 현황

(1) 영국의 선례구속주의 실행 현황

영국의 법규범은 다음과 같은 위계적 질서 속에서 존재한다: (1) 유럽연

합 법, (2) 유럽인권협약, (3) 헌법, (4) 보통법,72) (5) 제정법, (6) 판례, (7)

관습. 이 중 여섯 번째인 판례(precedent)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판례

로 나뉘어진다. 넓은 의미의 판례는 기존의 사법판결을 법에 관한 권위있

는 진술이라고 취급하는 사법실행과 관련된 것이다. 좁은 의미의 판례는

특정한 법원에 속하는 판사들이 일정한 기존 판결들, 특히 상급법원의 판

결들을 구속적인 이유로 취급하는 사법실행과 관련된 것이다. 넓은 의미의

판례와 관련된 노선을 판례주의(the doctrine of precedent)라고 한다면, 좁

은 의미의 판례는 판례주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선례구속주의(stare

decisis)와 관련된다.73) 본 항목에서 살피고자 하는 영국의 선례구속주의

실행 현황은, 그러므로 영국 법원의 조직체계에 맞추어서 서술될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 귀족원은 자기자신의 판례에 구속되지 않는데, 다만 자신의 판

례가 단지 ‘그릇되다’(wrong)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이탈하지는 않으려 한

다. 이하의 모든 법원과 심판소는 귀족원의 판결에 구속된다.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자신의 판결에 구속되고, 여기에는 몇 가

71) Morton Horwitz가 저술한 미국법사는 경제결정론에 따라서 19세기 법률가들이 기업옹호적 견해에 

기울어 있었다는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주장도 있다. 19세기 법률가들 사이에 

한편으로는 차가운 법논리 및 엄격한 선례구속주의를 옹호하는 형식주의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입은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기독교윤리가 있어서 양자가 대립하였다는 것이다. Peter Karsten, 

Heart versus Head: Judge-made Law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7).

72) John Bell, "Sources of Law", in English Private Law, 2nd ed. ed. Andrew Burrows (OUP, 

2007), 4. 벨은 여기서 네 번째로 거론된 “보통법”이란 “다른 법체계에서라면 ‘일반적 법원

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이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자세히는 같은 논문 13-14 참조.

73) John Bell, "Sources of Law", in English Private Law, 2nd ed. ed. Andrew Burrows (OUP, 

2007), 2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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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예외가 인정된다. 항소법원 이하의 모든 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구

속된다.

항소부법원들(Divisional Courts)은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s)으

로부터의 (by way of case stated) 항소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자신의 판결

에 구속되고, 여기에는 항소법원에서와 동일한 예외가 인정된다. 항소부법

원 이하 하급법원과 심판소들은 항소부법원의 판결에 구속된다.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사들은 서로의 판결에 엄격히 구속되지는 않

지만, 잘못되었음을 확신하지 않는 한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한다. (상

소심과는 구별되는) 감독적(supervisory) 관할권만을 행사하는 고등부법원

들은 오늘날 자신의 선행판결들에 관하여 고등법원 판사들과 동일한 입장

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규칙들에서 ‘판결’이 가리키는 것은 판례의 판결이유(ratio

decidendi)이다. 하나 이상의 판결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각각

구속적이다.

판례운영규칙은 진화를 겪어왔고, 때로는 극적인 변화를 거친다. 19세기

에 귀족원은 스스로 자신의 과거 판결에 의해 절대적으로 구속된다고 여기

게 되었다. 이 규칙은 런던 전차 대 런던 주의회(London Tramways v.

London County Council)74)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1966년에

귀족원 법복귀족들이 공동으로 “사법실행 성명”(Practice Statement)를 공

표함으로써 이 규칙은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우리 법관들은 판례의 활용이 법이 무엇이고 개별 사건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불가결한 토대라고 여긴다. 그것은 개인

들이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의존할 수 있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확실

성(certainty)과 함께 법규칙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기초(a basis for

orderly development of legal rules)를 제공한다.

우리 법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직되게 판례를 고수하면 구

체적인 사건에서 부정의로 귀결될 수도 있고 또한 법의 올바른 발전이

부당하게 제약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실행을 수정(완화)함으로써, 본 원의 기존 판결들은 통상적으로 구속적

이라고 취급하면서도, 그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기존의

74) [1898] AC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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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appeals from the High Court 

and county courts

Criminal Division

appeals from Crown Court

High Court

Chancery Division

equity and trusts,    

contentious probate,

tax, partnerships,

bankruptcy

Companies Court

Patent Court

Family Division 

m a t r i m o n i a l 

proceedings,

proceedings relating

to children

Probate Service

Queen's Bench Division

contract and tort, etc.

Commercial Court

Admiralty Court

Administrative Court

Divisional Court

appeals from county

courts on bankruptcy

and land registration

Divisional Court

limited appeals from 

the magistrates' courts

Divisional Court

appeals from county 

courts, Crown Court

and magistrates' courts

by way of case stated,

judicial review

County Courts

majority of civil litigation

subject to nature of claim,

appeals from magistrates'

courts in family proceedings

Crown Courts

trials of indictable offences, 

appeals from magistrates' courts, 

cases fro sentence

Magistrates's Courts

trials of summary offences,

committals to the Crown 

Court, family proceedings

courts, youth courts

Supreme Court of the UK

Court from Court of Appeal and 

High Court (also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appeals from the Commonwealth, etc.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원구조>

Terence Ingman, The English Legal Process, 13th ed. (OUP, 2011), p.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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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부터 이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행하여진 계약, 재산처분, 재정협정 등의

기초가 소급적으로 교란될 위험성과 형법상 특히 요구되는 확실성의 요

청에 유념할 것이다.

이 선언이 본 원 외에서 이루어지는 판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75)

(2) 미국의 선례구속주의 실행 현황

미국 연방법상 선례구속주의를 중심으로 살핀다.76)

먼저 세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례구속주의(the doctrine of stare decisis)는 보통법 체계 내에서

선례의 역할을 규정한다.

둘째, 동일사건법리 정칙(the doctrine of the law of the case)은 단일 소

송 내에서 동일 쟁점에 관한 재고(reconsideration)의 한계를 설정하며, 이

와 유사한 기판쟁점제척 정칙(the doctrine of issue preclusion)은 두 개의

상이한 소송 사이에 적용된다.

셋째, 사법상 금반언 정칙(the doctrine of judicial estoppel)은 한 소송당

사자가 두 개의 상이한 재판에서 모순되는 입장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다.

1) 선례구속주의의 정의와 여타 원칙과의 구별

(가) 선례구속주의의 定義

연방대법원장 렌퀴스트(Rehnquist)는 선례구속주의란 “기존 판결을 따르

거나 고수함”(to abide by, or adhere to, decided cases)을 의미한다고 정

의하였다.77) 이 주의에 붙은 이름은 “stare decisis et non quieta movere”

75) [1966] 3 All ER 77.

76) 이하 내용은 미국 연방 사법제도 내에서의 선례구속주의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진술로서 법원에 의

해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 다음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Lawrence B. Solum, “Stare Decisis, Law of 

the Case, and Judicial Estoppel”, in 18 Moore's Federal Practice, § 134 (Matthew Bender & 

Co., 3rd ed., 1997).(1st ed. 1938; 2d ed. 1948; 3d ed. 1997). 또한 참조할 권위있는 문헌은 

American Jurisprudence, 2nd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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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라틴어 격률에서 유래하는데, 그 뜻은 “선례를 따르고 이미 처결된

사항을 교란하지 않음”(to abide by the precedents and not to disturb

settled points)이라는 것이다.78)

선례구속주의는 미국 보통법 재판체계의 근본적 특징이다(a fundamental

feature of the American common law system of adjudication).79) 이에 의

하여 하급법원은 법적 문제(questions of law)에 관한 상급법원의 판결을

따르도록 강제된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선행 판결로부터 이탈

할(depart) 권한이 있는데,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愼慮 및 건

전한 정책의 문제로서(as a matter of prudence and sound policy) 통상 자

신의 선행 판결을 고수한다. 선례구속주의는 선행 판결의 주론(holding)에

는 적용되지만 방론(dicta)(예컨대 선행 판결에서 결론(result)에 이르는 데

불필요했던 진술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선판례를 변경하거나 회

피할(sidestep)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때에도, 선례구속주의를 지지하는 원

칙 및 정책상의 강력한 이유들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꺼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선례가 구속적(binding) 또는 강제적(compulsory)인 경

우와 선례가 변경(overruled) 또는 회피될(avoided) 수 있는 경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선례구속주의는 미국 법체계의 중심적 원칙들(principles that are central

to American jurisprudence)에 의해 지지된다.81) 그러므로 선례구속주의는

77)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505 U.S. 833, 953, 112 S.Ct. 2791, 120 

L.Ed. 2d 674 (1992) (Rehnquist, C.J., 부분 동조 및 부분 반대 의견); accord United States v. 

Furey, 491 F. Supp. 1048, 1069 (E.D. Pa.), aff'd without op., 636 F.2d 1211 (3d Cir. 1980) 

(선례구속주의의 정의: “To abide by, or adhere to, decided cases.”); In re Barakat, 173 B.R. 

672, 676 (Bankr. C.D. Cal. 1994) (선례구속주의는 판사들이 창조한 규칙(judge-created rule)임).

78) 제9항소법원: In re Osborne, 76 F.3d 306, 309 (9th Cir.), aff'd on other ground, 99 F.3d 1520 

(9th Cir. 1996) (“to stand by and adhere to decisions and not disturb what is settled”); In re 

Barakat, 173 B.R. 672, 676 (Bankr. C.D. Cal. 1994) (“Stare decisis et non quieta movere.”).

  제10항소법원: Ute Indian Tribe v. Utah, 945 F. Supp. 1473, 1509 n.55 (D. Utah 1996) (“to 

abide by the precedents and not to disturb settled points”).

  제11항소법원: Bonner v. City of Prichard, 661 F.2d 1206, 1211 (11th Cir. 1981) (“to adhere to 

precedents and not unsettle things which are established”).

79) 참조할 것은 Ute Indian Tribe v. Utah, 935 F. Supp. 1473, 1509 (D. Utah 1996) (“[S]tare 

decisis, or the rule of precedent, represents [a] fundamental precept of common-law 

adjudication”).

80) 참조할 것은 Agostini v. Felton, 521 U.S. 203, 235, 117 S.Ct. 1997, 138 L.Ed. 2d 391 (1997) 

(“선례구속주의가 어길 수 없는 명령(an inexorable command)인 것은 아니다”).

81) Welch v. Texas Dep't of Highways and Pub. Transp., 483 U.S. 468, 494, 107 S.Ct. 2941, 97 

L.Ed. 2d 389 (1987) (“선례구속주의는 법의 지배에 대하여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accord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505 U.S. 833, 854, 112 S.Ct. 2791, 120 

L.Ed. 2d 674 (1992) (“연방헌법은 긴 세월에 걸친 계속성(continuity over time)을 요구하므로 선례

에 대한 존중은 ...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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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의적인 방식으로(in an arbitrary way) 판결하지 않도록 막는

다.82) 이것은 같은 사안은 같게 취급해야 한다(like cases should be

treated alike)는 핵심적 사상을 반영한다.83) 최근에 나온 연방지방법원 판

결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선례구속주의는 “안정성(stability)과 평등대우

(equal treatment)라는 고려에서 비롯된다”.84) 선례구속주의를 고수하는 수

많은 이유들이 있겠는데,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선

례구속주의가 우선적인 방침(the preferred course)인 것은, 그것이 법원칙

의 공평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발전을 증진하고(promotes the

evenhanded, predictable, and consistent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사법판결에 대한 신뢰를 촉진하며(fosters reliance on judicial decisions),

사법과정의 忠實性이 현실적으로 실감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기

(contributes to the actual and perceived integrity of the judicial process)

때문이다.”85) 법적 확실성(certainty)과 안정성이 커다란 사회적 효용(social

utility)을 지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브랜다이스(Brandeis) 대법관의 유

명한 구절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적용가능한 법규칙이 확정되는

일은 그것이 옳게 확정되는 일보다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더 중요하다(in

most matters 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applicable rule of law be

settled than it be settled right)”.86) 가장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만약

모든 쟁점을 그것이 제기되는 사건마다에서 새로이 살펴야 한다면 어떠한

사법체계도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no

judicial system could do society's work if it eyed each issue afresh in

every case that raised it)”.87)

82) See Patterson v. McLean Credit Union, 491 U.S. 164, 172, 109 S.Ct. 2363, 105 L.Ed. 2d 

132 (1989) (“선례구속주의가 사법부 내부의 기본적인 자치원칙(a basic self-governing principle 

within the Judicial Branch)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사법부는 ‘자의적인 재량’에 기초를 두지 않

는 법리체계(a jurisprudential system that is not based upon ‘an arbitrary discretion’)를 형성하

고 유지하는 미묘하고 난해한 임무를 위임받은 기관이다.” citing The Federalist, No. 78, at 490 

(Alexander Hamilton) (H. Lodge ed., 1888).

83) See Flowers v. United States, 764 F.2d 759, 761 (11th Cir. 1985) (“선례구속주의는 같은 사실

은 법원에서 같은 취급을 받을 것임을 의미한다.”).

84) Ute Indian Tribe v. Utah, 935 F.Supp. 1473, 1509 (D. Utah 1996) (“그것은 안정성과 평등한 대

우의 고려에서 도출된다.”).

85)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827, 111 S.Ct. 2597, 115 L.Ed. 2d 720 (1991).

86) Burnet v. Coronado Oil & Gas Co., 285 U.S. 393, 406, 52 S.Ct. 443, 76 L.Ed. 815 (1932) 

(Brandeis, J., 반대의견); accord State Oil Co. v. Kahn, -- U.S. --, --, 118 S.Ct. 275, 284, 

139 L.Ed. 2d 199 (1997); Agostini v. Felton, 521 U.S. ----, 117 S.Ct. 1997, 2016, 138 L.Ed. 

2d 391 (1997); Holder v. Hall, 512 U.S. 874, 945, 114 S.Ct. 2581, 129 L.Ed. 2d 687 (1994);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827, 111 S.Ct. 2597, 115 L.Ed. 2d 720 (1991).

87)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505 U.S. 833, 854, 112 S.Ct. 279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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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례구속주의와 동일사건법리(Law of the Case)의 비교

1936년에 서먼 아놀드와 플레밍 제임스는 “‘동일사건법리’(law of the

case)는 선례구속주의와 기판사안(res judicata)의 규칙들이 정면충돌하는

데서 생겨난다”고 하였다.88) 동일사건법리 定則(the doctrine of law of the

case)은 선례구속주의와 마찬가지로 법적 쟁점에 대한 재고(reconsideration

of issues of law)가 어떠한 상황에서 허용되는지를 다룬다.89) 양자 간의

차이를 보자면, 선례구속주의는 계쟁중이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른 사건들

(other cases)에서 선례로서 구속력을 갖는 법원칙을 수립한다고 하는 최종

판결(a final judgment)의 효과를 다루는 반면에, 동일사건법리 정칙은 동

일 소송사건(the same litigation)의 선행 단계들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 적

용되었던 법이 후속 단계를 규율하는 원칙이 되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를 다룬다. 하지만 선례구속주의와 마찬가지로 동일사건법리 정칙은 하급

법원의 복종을 강제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선행 판결을 내

린 법원 자신에 의한 재고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된다.90) 따라서 동일

사건법리 정칙은 기판사안과는 달리, 하지만 선례구속주의와 마찬가지로,

오판(erroneous decisions)을 내렸던 법원이 자신의 판결을 재고하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91)

(다) 선례구속주의와 사법상 금반언(Judicial Estoppel)의 비교

사법상 금반언은 모순된 입장을 주장할(the assertion of inconsistent

positions) 수 없다는 정칙이다. 소송당사자는 하나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

L.Ed. 2d 674 (1992) (규칙이 절차적 작동가능성을 허용치 않는다는 이유로 용인될 수 없는지 여부

를 따짐).

88) Arnold and James, Cases on Trials, Judgments and Appeals 215 n.42 (1936); see Devex 

Corp. v. General Motors Corp., 857 F.2d 197, 200 (ed Cir. 1988) (Pollak, J., 동조의견, “[아놀

드와 제임스의 글이 발표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아마도 우리는 그 학자들의 견해를 수정해서, 동

일사건법리의 성격은 선례구속주의와 기판사안의 혼성모방(pastiche)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89) See NAACP, Detroit Branch v. Detroit Police Officers Ass'n, 676 F.Supp. 790, 791 (E.D. 

Mich. 1988) (“동일사건법리”에 대한 고찰).

90) See Gillig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67 F.3d 586, 589 (6th Circ. 1995) (Moore's

를 인용하면서, 동급법원들 사이에서는 해당법리가 임의재량적 도구라고 함). See also Morrow v. 

Dillard, 580 F.2d 1284, 1289 (5th Cir. 1978) (Moore's를 인용하면서, 동일사건법리는 앞선 소송절

차에서 판결된 쟁점들에만 적용된다고 함).

91) Thompson v. Sawyer, 678 F.2d 257, 270 (D.C. Cir. 1982) (“동일사건법리 정칙은 기판사안과는 

달리, 하지만 선례구속주의와 마찬가지로, 오판의 재고를 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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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in a legal proceeding) 선행 사법절차에서 주장했던 입장과 모순되는

입장을 주장할 수 없다.92) 선례구속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는 사법상의 비일

관성(inconsistency)을 막는다. 하지만 선례구속주의와는 달리 사법상 금반

언은 선행 절차의 당사자(또는 동일 소송절차 내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

용된다. 이 정칙이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채용되어 온 것은

아니며, 연방대법원은 이 정칙에 관하여 판시한 적이 없다.93)

(라) 선례구속주의와 기판청구제척(Claim Preclusion)의 비교

기판청구제척[=청구기판력](claim preclusion) 또는 기판사안(res

judicata)은 하나의 판결이 관련 청구나 訴因(the underlying claim or

cause of action)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다. 기판청구제척은 原소송(the

original action)의 당사자들 간에만 적용되고, 또한 실제로 다투어지고 판

결이 이루어진(actually litigated and decided) 청구나 소인에 대해서만 적

용되며, 따라서 그 적용범위가 선례구속주의보다 좁다. 한편 기판청구제척

은 원래의 소송에서 제기되고 판정될(raised and determined) 수 있었을 쟁

점이라면 그것이 법률적 쟁점이든 사실적 쟁점이든(issues of law or fact)

그와 관련된 청구의 반복적인 쟁송(relitigation)을 금하며, 따라서 그 효과

는 선례구속주의보다 넓다. 기판쟁점제척[=쟁점기판력](issue preclusion)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선례구속주의와는 달리, 기판청구제척 정칙은 소송당사

자나 그 인접당사자(parties or their privies)에 국한하여 적용된다.94) 한

지방법원의 판사가 내린 판결은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기판청구제척 효과를 지닐 수 있지만, 선례구속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95)

기판청구제척과 선례구속 사이의 차이가 특별한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

은, 상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심하지(review) 않겠다는 재량적 결정

을 내리는 상황에서이다. 그러한 재심거부 결정은 기판청구제척 효과를 갖

지만, 하급법원에 의해 선례구속적 효력가 부여되어야 할 선례를 정립하지

는 않는다고 이야기된다.96)

92) See Henkin, Judicial Estoppel--Beating Shields Into Swords and Back Again, 139 U.Pa.L.Rev. 

1711 (1991).

93) See Henkin, ibid.

94) See Gately v. Massachusetts, 2 F.3d 1221, 1226 (1st Cir. 1993), cert. denied, 511 U.S. 1082 

(1994) (기판쟁점제척과는 달리 선례구속주의는 당사자나 인접 이해관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95) See TMF Tool Co. v. Muller, 913 F2d 1185, 1191 (7th Cir. 1990) (지방법원 법관들은 [기판쟁

점제척과 관련하여] 상호적으로 deference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96) See UPS v. Calif. Pub. Utils. Comm'n, 77 F.3d 1178, 1184 & n.5 (9th Cir. 1996)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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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례구속주의와 기판쟁점제척(Issue Preclusion)의 비교

기판쟁점제척(issue preclusion) 또는 부수적 금반언(collateral estoppel)은

최종판결이 내려진 이후 일정한 쟁점의 반복적 쟁송을 제한한다. 연방대법

원의 판시에 따르면, 기판쟁점제척이란 유효하고 최종적인 판결에 의해서

사실적 쟁점에 관한 판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쟁점은 이후 모든 소송에서

동일 당사자 간에는 재차 다투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97)

기판쟁점제척은 선례구속주의와 마찬가지로 일단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결정이 구속력을 갖게끔 만들며, 또한 선례구속주의와 마찬가지로 선행 법

원에 의해 필수적으로 판정되어야 했던 사실적 또는 법률적 문제에만 적용

된다.98) 한편 선례구속주의가 법률적 쟁점에만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기판

쟁점제척은 사실적 쟁점에 관해서도 적용된다.99) 이 두 정칙 간의 가장 중

요한 차이를 들자면, 선례구속은 원소송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인접당사자

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반면에, 선행 판결의 기판쟁점제척 효과

는 소송당사자 또는 인접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100)

(법원이 자신의 선행 판결에 구속된다는) 선례구속주의와는 달리 기판쟁점

제척은 어떤 쟁점에 대한 선행 판정이 분명하게 오판인 경우 또는 선행 판

정이 그릇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쟁점의 반복적 쟁송을 금

지한다.101)

법에 관한 논의).

97) Schiro v. Farley, 510 U.S. 222, 232, 114 S.Ct. 783, 127 L.Ed. 2d 47 (1994) (배심 평결의 기

판사안 효과는 연방법의 문제이다, 인용판례는 Ashe v. Swenson, 397 U.S. 436, 437, 90 S.Ct. 

1189, 25 L.Ed. 2d 469 (1970)).

98) See Hardy v. Johns-Manville Sales Corp., 681 F.2d 334, 345 (5th Cir. 1982) (선례구속은 법원

의 필수적 판정사안이었던 쟁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Matter of Ellis, 674 F.2d 1238, 1250 (9th 

Cir. 1982) (부수적 금반언은 선행 판결의 필수불가결한 기초였던 문제에만 적용된다).

99) See Meredith v. Beech Aircraft Corp., 18 F.3d 890, 895 (10th Cir. 1994) (부수적 금반언은 사

실적 쟁점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100) See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17 U.S. 370, 116 S.Ct. 1384, 1396, 134 L.Ed. 

2d 577 (1996) (기판쟁점제척은 새로운 당사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Gately v. Massachusetts, 

2 F.3d 1221, 1226 (1st Cir. 1993), cert. denied, 511 U.S. 1082 (1994) (기판쟁점제척과는 달리, 

선례구속은 당사자나 인접 이해관계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Peregoy v. Amoco Prod. Co., 742 

F.Supp. 372, 374 (E.D. Tex 1990), Aff'd, 929 F.2d 196 (5th Cir. 1991) (“선례구속은 선판례에 

법의 힘을 부여하며, 기판사안 및 부수적 금반언 정칙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선례구속은 현재 또는 선

행 소송 당사자들 간의 공통성이나 인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101) See J.E. Bernard & Co. v. United States, 324 F.Supp. 496, 501 n.9 (Ct.Cust.App. 1971) (“선

례구속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기판사안 및 부수적 금반언 정칙은 앞선 판결이 오판이라 할지라도 추가

적 소송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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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선례구속주의

(가) 동일법원 내에서의 선례구속주의

가) 동일법원 내에서 선례구속주의가 갖는 함의에 관한 일반적 규

칙

미국에서 선례구속주의의 함의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그 판결에 선례

효(precedential effect)를 부여하도록 요구받는 법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선판법원과 후판법원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은 선례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인데, 하지만 법원은 자신의 선행판결에 커다란 비중

(great weight)을 부여할 수 있다.

선판법원과 후판법원이, 예컨대 두 개의 연방지방법원 사이에서처럼, 동

일한 수준에 있는(at the same level) 법원이지만 동급일(coordinate) 뿐이

지 동일한(identical) 법원은 아니라면, 선례구속은 후판법원에 대하여 구속

력이 없다.102) 하지만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으로

가면 규칙이 달라진다. 동일 순회지구(the same circuit) 내의 3인 小재판부

[=합의부, 소법정](three-judge panel)가 내린 판결은, 해당 순회지구의 다

른 3인 소재판부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전원재판부(en

banc) 법정 또는 다른 순회지구의 3인 소재판부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

다.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선례구속효(stare decisis effect)를

부여하도록 요구받을 때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때에는 선례구속

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이 일반적 규칙이다 (이하 [2] 참조).

연방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설령 선례구속주의가 구속적이지 않은 경

우라 할지라도, 선판 사건에서 선언된 규칙을 고수하는 것이 현명한 사법

정책(wise judicial policy)이다.103) 법원은 자기 자신의 선행 판결이 만약

102) See American Silicon Techs. v. United States, 261 F.3d 1371, 1381 (Fed.Cir. 2001) (국제통

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과 같은 통합적 연방지역(unified federal district)의 사실심 법

관은 “일사분하게 행진할”(march in lockstep) 헌법적, 법률적 의무가 없다; 법의 균일성(uniformity)

을 유지할 책임은 사실심 법관이 아니라 상소심 법관들에게 있다).

103) Hubbard v. United States, 514 U.S. 695, 115 S.Ct. 1754, 1763, 131 L.Ed. 2d 779 (1995) 

(“만약 모든 과거 판결이 사건이 제기될 때마다 재검토될(reopened) 수 있게 된다면, 법관의 노동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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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의 개정(a statutory overruling)에 의해 판례변경

되거나 와해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 판결에 큰 비중을 부

여해야 한다.104) 한편 법원이 선례구속주의에 의해 절대적으로 구속당하는

것은 아니며, 선행 판결에 대한 판례변경을 옹호하는 중요한 논거

(substantial argument)라면 어떤 것이든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105)

나) 연방대법원에서의 선례구속주의

연방대법원은 선례구속 원칙들(principles of stare decisis)을 적용하고,

자신의 선행판결에서 선언된 규준(standard) 및 도달된 결론(result)을 따를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선행판결이 “원리상

건전하지 않거나 실제상 작동불가능하다”(unsound in principle [or]

unworkable in practice)고 여겨진다면 그것으로부터 이탈할 권한을 갖는

다.106)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선행판결에 구속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합당한 비중(due weight)을 부여하고 있다.107) 예컨대, 대법원은 소송당사

자가 해당 쟁점을 서면과 변론에서 제기하지(briefed and argued) 않는 한

통상 자신의 선판례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108) 대법원은 특히

제정법 해석 사건에서는 선례구속주의를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109) 대법

거의 감당불가능한 한계점에 이르도록 증가할 것이며, 앞서간 사람들이 쌓은 벽돌 층의 튼튼한 기초 

위에 자기 자신의 층을 쌓기(lay one's own course of bricks on the secure foundation of the 

course laid by others who have gone before him)란 불가능할 것이다.” 인용문헌은 Benjamin 

Cardozo, The Nature of the Judicial Process 149 (1921)).

104) See Colby v. J.C. Penney Co., 811 F.2d 1119, 1123 (7th Cir. 1987) (판결이 권위있는 것이라

면 선례구속주의가 마땅하다).

105) See Colby v. J.C. Penney Co., 811 F.2d 1119, 1123 (7th Cir. 1987) (한층 복잡한 선례구속 

관계는 법원과 그 자신의 과거 판결 사이의 관계이다).

106) Garcia v. San Antonio Metro. Transit Autho., 469 U.S. 528, 546, 105 S.Ct. 1005, 83 L.Ed. 

2d 1016 (1985) (사법부는 자신이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정책들에 관한 정책(policies about 

policies)을 만들 수 있다).

107) See United States v. International Bus. Machs. Corp., 517 U.S. 843, 116 S.Ct. 1793, 1801, 

135 L.Ed. 2d 124 (1996) (대법원은 작동불가능한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Seminole Tribe of Fla. 

v. Florida, 517 U.S. 44, 116 S.Ct. 1114, 1127, 134 L.Ed. 2d 252 (1996) (대법원은 선판례를 따

르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Helvering v. Hallock, 309 U.S. 106, 119, 60 S.Ct. 444, 84 L.Ed. 604 

(1940) (선례구속은 기계적인 공식(mechanical formula)이 아니다).

108) See Colorado Republican Fed. Campaign Comm. v. Federal Election Comm'n, 518 U.S. 604, 

116 S.Ct. 2309, 2321, 135 L.Ed. 2d 795 (1996) (대법원은 대개 자신의 판결을 지킬 것이다); 

United States v. International Bus. Machs. Corp., 517 U.S. 843, 116 S.Ct. 1793, 1800, 1801, 

135 L.Ed. 2d 124 (1996) (판례변경이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109) See Neal v. United States, 516 U.S. 284, 116 S.Ct. 763, 766, 133 L.Ed 2d 709 (1996) (제

정법은 deference을 부여받아야 한다); Patterson v. McLean Credit Union, 491 U.S. 164, 172 

(1989) (선례구속은 “제정법 해석 영역에서 특별한 힘을 갖는데, 여기서는 헌법해석의 맥락에서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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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또한 정치적으로 논쟁적인(politically controversial) 사건,110) 재산권

(property rights) 관련 사건,111) 상거래(commercial transactions)를 규율하

는 규칙 관련 사건112) 등에서는 선례구속에 특별한 비중을 부여한다고 하

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입법자와 시민들이 “과거의 판결을 신뢰하고서 행

위해 온(have acted in reliance on a previous decision) 경우에는 선례구

속이 특별한 힘을 갖는데, 이 경우에 판례를 변경한다면 확립된 권리와 기

대들을 저버리게(dislodge settled rights and expectations) 되거나 광범위

한 입법적 반응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113)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실체적 쟁점이 아닌 절차적 쟁점과 관련한 사안에

서는,114) 그리고 헌법적 쟁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115) 선례구속의 비

중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자신의 선행판결이 후속사건들에 의해

와해되었다(undermined by subsequent cases)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례

효를 부여하지 않는다.116)

달리, 입법권이 관련되어 있고, 연방의회는 [헌법과는 달리] 당법원이 내린 결정들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Square D Co. v. Niagara Frontier Tariff Bureau, Inc., 476 U.S. 409, 424 

(1986) (“사법부의 제정법 해석에서 고수하는, 지속적 유효성의 강력한 추정(the strong presumption 

of continued validity)” 강조).

110) See Bush v. Vera, 517 U.S. 952, 116 S.Ct. 1941, 1964 (1996) (정당성은 선례구속의 고수를 

요구한다).

111) See State Oil Co. v. Khan, 522 U.S. 3, 118 S.Ct. 275, 284 (1997); Cherokee Nation or 

Tribe of Indians v. Oklahoma, 402 F.2d 739, 746 (1968), rev'd on other grounds, 397 U.S. 

620 (1970) (“당법원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에 대한 선례구속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12) See Vimar Seguros y Reaseguros, S.A. v. M/V Sky Reefer, 515 U.S. 528, 115 S.Ct. 2322, 

2334 (1995) (Stevens, J., 반대의견, 선례구속은 “상거래를 규율하는 규칙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귀

중하다”).

113) Hilton v. South Carolina Pub. Rys. Comm'n, 502 U.S. 197, 202 (1991)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선례구속의 힘이 증가한다); accord Hubbard v. United States, 514 U.S. 695, 115 S.Ct. 1754, 

1764 (1995) (중대한 신뢰이익은 중요하다).

114) See Hohn v. United States, 524 U.S. 236, 118 S.Ct. 1969, 1977-1978 (1998) (관할권 문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선행 판결을 변경; 합법적 행위의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닌 절차적 규칙의 사안에서는 선례구속의 역할이 다소 축소된다); United States v. 

Gaudin, 515 U.S. 506, 115 S.Ct. 2310, 2319 (1995) (절차적 규칙의 사안에서는 선례구속의 역할

이 축소된다);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828 (1991) (절차적, 증거적 규칙과 관련된 사

안에서는 선례구속의 중요성이 줄어든다).

115) See Agostini v. Felton, 521 U.S. 203, 235 (1997) (선례구속을 우선하는 정책은 “헌법을 해석할 

때 가장 약화되는데(at its weakest when we interpret the Constitution), 당법원의 해석은 오직 헌

법개정에 의해서만 또는 당법원의 선행판결을 변경함으로써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United 

States v. Gaudin, 515 U.S. 506, 115 S.Ct. 2310, 2319 (1995) (헌법해석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선

례구속의 역할이 훨씬 더 축소된다).

116) See Agostini v. Felton, 521 U.S. 203, 235 (1997) (“우리 헌법규칙(constitutional law)에 중대

한 변화 또는 후속 발전이 일어난 경우에는 선례구속이 판례변경을 막지 않는다”); Rodriguez de

Quijas v. Shearson/Am. Express, Inc., 490 U.S. 477, 480-481 (1989) (실체법에 의해 보장된 보

호가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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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방항소법원에서의 선례구속주의

항소법원 소재판부의 공간된 판결(the published decision of a panel of

a court of appeals)은 해당 법원의 판결이며 선례구속의 비중을 갖는다.

순회법원(a circuit court)의 소재판부는, 이후에 연방대법원의 대조적인 판

결(a contrary decision)이 나오거나 통제적 지위에 있는(controlling) 법률

이 제정된 경우,117)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소한 두 개의 순회법원에 따르면,

소재판부의 판결이 연방대법원 선행판례에 분명하게 반하는 경우118) 등이

아니면 다른 소재판부의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119)

그런데 제1순회법원은 순회법원의 선행판결에 대하여 “새로이 형성된 연

방대법원 판례법(case law)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선행판결이

직접적으로 변경되거나 폐기되지 않았을지라도, 후판 순회법원 소재판부는

그 선행판결에 효력을 부여하기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발전되고 있는 판례

법의 “개연적 중요성(likely significance)을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 하였다.120) 또한 제1순회법원에 따르면, 통제적 지위에 있지는 않으나

(uncontrolling) 설득력있는 (예컨대 다른 순회지구의) 판례법이 선행 소재

판부 판결의 변경을 간접적으로 권하는 경우에 순회법원 소재판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선례구속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121) 한편 어떤

117) See Odum v. Boone, 62 F.3d 327, 333 n.2 (10th Cir. 1995)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판례가 

변경됨).

118) Mennen Co. v. Atlantic Mut. Ins. Co., 147 F.3d 287, 294-295 n.9 (3d Cir. 1998) (제3순회지

구의 내부운영절차는 오직 전원합의체 판결만이 선행 재판부의 공간된 판결주론(holding)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행 재판부의 판결주론이 선행 또는 후행의 연방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경

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United States v. Richardson, 121 F.3d 1051, 1060 (7th Cir. 

1997) (Ripple, J., 동조의견) (“”).

119) 예를 들어 제1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보자. MaineGeneral Med. Ctr. v. Shalala, 205 F.3d 493, 

497 (1st Cir. 2000) (제1순회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행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

는다: (1) 선행 재판부의 판결이 연방대법원 판결, 순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제정법 제정 등 이후 공

표된 지배적 권위(controlling authority)에 의해 손상된 경우; (2) 선행 재판부의 판결 이후의 권위가, 

비록 직접적으로 지배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새로운 발전들에 비추어서 선행 재판부 구성원의 생각(its 

collective mind)이 변하리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추론을 제공하는 경우); Irving v. United States, 

162 F.3d 154, 160 (1st Cir. 1998), cert. denied, 528 U.S. 812 (1999) (“순회지구의 법”(law of 

circuit) 정칙에 따라서, 순회법원 재판부는 선행 재판부 판결을 아래 두 가지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

다: (1) 차후의 새로운 제정법, 이후 연방대법원의 의견, 이후 순회법원 전원재판부의 규칙설시(ruling) 

등과 같은 권위가 직접적으로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 또는 (2) 새로이 형성된 권위가, 비록 통제적 

지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선행 재판부가 쟁점을 달리 판정하였으리라는 결론에 이를 만한 분명하고 확

신을 주는 이유를 제공할 때).

120) Carpenters Local Union No. 26 v. United States Fidelity & Guar. Co., 215 F.3d 136, 

141-142 (1st Cir. 2000)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 우선권에 관하여 새로이 형성된 연방대

법원 판례법은 순회법원 재판부가 자신의 선례를 재고하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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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순회법원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 법정(the court sitting

en banc)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122)

이와 마찬가지로, 순회법원 소재판부는 추후에 해당 州 최고법원의 대조

적인 판결이 나오거나 통제적 지위에 있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가 아니라

면, 주법의 문제에 관해서는 선행 소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추후에 나온 중간심급 주법원(an intermediate-level state

court)의 대조적인 판결은, 적어도 소재판부 판결이 주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경우에, 선행 소재판부의 판결로부터 선례효를 박탈하

기에는 부족하다.123)

순회지구 내부적인 불일치(intra-circuit split)가 조성되어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124) 충돌을 해결하려

면 어느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몇몇 순회지구에

서 채택한 규칙에 따르면,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순회 소재판부는 가

장 이른 시점의 판결을 담고 있는 판례 노선(the line of authority

containing the earliest case)에 의존해야 한다.125)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이

근래의 판례노선과 오래된 판례 또는 판례노선이 상충된다고 판정할 때에

는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론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근래의 판례들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오래된 판례들의 근거가

법의 추후적인 발전에 의해 와해되었다면, 근래의 순회법원 판례를 따르는

121) United States v. Lewko, 269 F.3d 64, 66-67 (1st Cir. 2001) (순회지구 법을 설득력있는 후속 

권위에 비추어 재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순회지구의 법” 정칙을 기술함).

122) See Bonner v. City of Prichard, 661 F.2d 1206, 1208 (11th Cir. 1981) (재판부에 의한 것이든 

전원합의체에 의한 것이든(panel or en banc) 순회법원의 어떠한 선행 판결도 재판부에 의해서는 변

경될 수 없고 오직 전원합의체 법원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제5순회지구의 규칙을 인용

함).

123) Woodfield v. Bowman, 193 F.3d 354, 360 & n.15 (5th Cir. 1999) (중간수준 주법원의 판결이 

“루이지애나 주의 5개 중간수준 상소법원 중 하나만의 것인 경우, 특히 주 대법원의 판결 두 개가 그

와 상반되는 상황에서는” 오직 “추후에 나오는 주 최고법원의 상반되는 판결 또는 추후에 이루어지는 

통제적 지위에 있는 제정법의 제정에 의해서 당법원의 판결이 분명히 그릇된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함).

124) See United States v. Cleckler, 270 F.3d 1331, 1335 (11th Cir. 2001).

125) United States v. Jackson, 220 F.3d 635, 639 (5th Cir. 2000) (두 개의 과거 판결주론 또는 판

례노선이 상충한다면, 시간적으로 앞서는 판결이 통제적 지위를 갖고 구속적 판례가 된다); Walker v. 

Mortham, 158 F.3d 1177, 1188-89 (11th Cir. 1998) (제11순회지구 법원의 판례들이 상충하는 경

우에 순회재판부는 시간적으로 앞서는 사건을 담고 있는 판례노선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선행 재판

부의 판결이 이후의 재판부에 의해 변경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더 나은 추론이 이루어진 판

례에 의존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노선을 거부함); See Cohen v. Office Depot, Inc., 204 F.3d 

1069, 1076, 1081 n.13 (11th Cir. 2000), cert. denied, 531 U.S. 957 (2000) (선행-재판부-선례 

규칙(prior-panel-precedent rule)은 현재의 재판부가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는 통제적 선행 재판부 

판결을 따르도록 요구하는데, 이 규칙은 시초 판결의 올바름에 관한 현재 재판부의 평가 또는 선행 재

판부의 논변이나 고려 내용에 의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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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더 나은 규칙이다.126)

제9순회법원은 특별한 규칙을 채택하였는데,127) 이에 따르면 법원 전체에

는 미달하는 판사 11인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전원소재판부(so-called en

banc panels of 11 judges, less than the whole court)가128) 허용된다. 이

론상, 판사 11인의 제한적 전원소재판부(an 11-judge limited en banc

panel)의 판결에 대해서는 제9순회법원 전원재판부(the whole Ninth

Circuit)에 의한 재심이 가능하다.129) 실제로는 좀처럼 발생한 적이 없는 문

제이기는 하지만, 제9순회법원의 전원소재판부(one en banc panel of the

Ninth Circuit)는 선행 전원소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

9순회법원 전체의 전원재판부(the full Ninth Circuit sitting en banc)는 판

사 11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소재판부의 판결이라면 어떤 것이든 변경할 권

한을 가질 것이다.

한 순회지구의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른 순회지구의 항소법원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순회지구의 판결이 설득력이 있다면,

법원들은 연방법의 균일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reasonable uniformity) 유

지하기 위하여 해당 판결을 참작해야 한다.130) 나아가서 조세법(tax law)

영역에서는 균일성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순회지구의 조세 판결이

올바르지 않다고 밝혀지지 않는 한 그 판결을 따르겠다고 판시한 순회법원

들도 있다.131)

일반적으로 하나의 순회지구의 법은 다른 순회지구 법원을 구속하지 않

으므로, 非州間사건(a non-diversity case)이 하나의 순회지구에서 다른 순

126) See e.g. Graham v. Contract Transp., Inc., 220 F.3d 910, 914 (8th Cir. 2000) (상충하는 순회

법원 판례들에 직면했을 때, 재판부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더 충실한” 판례노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127) See Compassion in Dying v. Washington, 85 F.3d 1440, 1441 (9th Cir. 1996) (O'Scannlain, 

J., 전체 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재심을 거부하는 명령에 반대의견; “제9순회지구 항소법원은 연방체

계 내에서 (실제로 연방뿐만 아니라 주 상소체계 내에서도) 제한적 전원합의체 법원에 의한 재심을 허

용하는 유일한 상소법원이다”).

128) 9th Cir. R. 35-3.

129) 9th Cir. R. 35-3 (“적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또는 재심 이후에(??) 전체 법원에 

의한 재심을 명령할 수도 있다”).

130) See Bonner v. City of Prichard, 661 F.2d 1206, 1209 (11th Cir. 1981) (Moore's를 인용하면

서, “한 순회지구의 항소법원의 판결이 다른 순회지구의 항소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상

식이다.”); In re Miller, 276 F.3d 424, 428-429 (8th Cir. 2002) (타 순회지구의 판결에 구속되지

는 않지만, 제8순회법원은 이유정연한 분석이 들어있기만 하다면 순회지구들 사이의 법의 균일성을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하여 연방대법원에 불필요한 소송부담이 가지 않도록 함).

131) 330 West Hubbard Restaurant Corp. v. United States, 203 F.3d 990, 994 (7th Cir. 2000) 

(타 순회지구의 조세 판결은 구속력은 없지만, 올바르지 않다고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판결을 따르는

데, 조세 영역에서는 순회지구들 간의 균일성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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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구로 이관되는 경우에, 이관받은 법원은 대개 이관한 법정의 법에 구

속되지 않는다.132) 재판지[=관할] 변경에 관한 규칙에 관해서는 Ch. 111,

Change of Venue 참조.

제11순회법원은 1981년 10월 1일에 제5순회법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창설

되었는데, 제11순회법원 소재판부는 제5순회법원이 해당 시점 이전에 내린

판결의 구속을 받는다.133) 반면에 제10순회법원은 자신이 제8순회법원으로

부터 분리되어 창설된 1929년 이전의 제8순회법원 판결에 구속된다고 판시

한 적이 없다.134)

라)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선례구속주의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 판사의 판결은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동일 지방법원에서도, 심지어 동일한 판사의 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구속적

선례가 되지 않는다.135)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다른 전거가 없을 때 지

방법원의 판결이 해당지역의 파산법원(bankruptcy courts)에 대하여 선례

구속적 효과를 갖는다.136) 물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은 그것이 어떤

법원에 대해서든 갖는 설득적 효과(persuasive effect) 때문에 선례로서 인

용될 수도 있다. 지방법원 판결이 다른 지방법원에 대하여 갖는 설득적 효

과는 때로는 禮讓(comity)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137)

(나) 상급 연방법원의 판결이 하급 연방법원에 미치는 선례구속 효과

132) Bradley v. United States, 161 F.3d 777, 782 n.4 (4th Cir. 1998) (순회법원은 단지 사건이 타 

순회지구로부터 이관되어 왔다는 이유로 타 순회지구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다).

133) Bonner v. Prichard, 661 F.2d 1206, 1207-1208 (11th Cir. 1981).

134) Estate of McMorris v. Commissioner, 243 F.3d 1254, 1258 & n.7 (19th Cir. 2001).

135) See Old Republic Ins. Co. v. Chuhak & Tecson, P.C., 84 F.3d 998, 1003 (7th Cir. 1996) 

(“지방법원 법관의 판결에는 판례의 힘이 없”지만, 여타의 이유 때문에 의존대상이 될 수도 있다).

136) 다음 두 가지 판결은 대조적이다: In re KAR Dev. Assocs., L.P., 180 B.R. 629, 640 (D. Kan. 

1995) (파산법원은 지방법원 판례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기 지방의 법원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Bryant v. Smith, 165 B.R. 176, 180-181 (W.D. Va. 1994) (파산법원은 자기 지방의 지방법원 판

례에 구속된다). 일반론으로는 Stroock &Stroock & Lavan v. Hillsborough Holdings Corp. (In re 

Hillsborough Holdings Corp.), 127 F.3d 1398, 1403 n.3 (11th Cir. 1997) (지방법원의 판결이 파

산법원에 대하여 구속적 판례인지의 문제를 판단하지는 않은 채, “지방법원의 판결이 동일 지역 내 파

산법원에 대하여 구속적인 판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연방대법원이나 항소법원의 어떠한 판

례도 참조할 수 없으며, 이 쟁점을 다룬 몇몇 지방법원은 입장이 엇갈린다”고 지적함).

137) 예컨대 Fishman & Tobin, Inc. v. Tropical Shipping & Constr. Co., 240 F.3d 956, 965 (11th 

Cir. 2001) (지방법원은 다른 지방법원의 판결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법원간 예양 정칙(doctrine of 

comity among courts)을 따름으로써 법해석의 균일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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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구속주의는 동일법원 내의 모든 장래의 판결에 적용됨과 아울러 그

법원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다른 법원에도 적용된다.138) 주법원과 연방법

원은 연방법 문제에 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법원이 따라야 할 규칙을 제공한다.139) 이와 마찬가

지로, 순회지구 내의 지방법원은 해당지구 내 항소법원의 판결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항소법원이 판례변경을 할 때까지는 그것을 따라야 한

다.140) 상위의 권위에서 나온 구속적인 판결을 따라야 할 의무는 그 판결

의 올바름(correctness)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Hutto v. Davi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만약 연방사법체계가 무질서한 혼돈상태

(anarchy)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급 연방법원은 당법원의 판례가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141)

그러므로 하급법원은 연방대법원의 이전 판례가 최근 판결을 통하여 묵

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추단할 권한이 없다. 항소법원에 제기된 사건이 연

방대법원 판례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인 경우에, 만약 해당판례가 연방대법

원의 다른 판결 노선에서는 거부된 이유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인다면,

항소법원은 직접적으로 통제력을 갖는 해당판례를 따라야 하며, 자신의 판

결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연방대법원의 특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142)

항소법원에서 한 재판부의 판결은 법원의 판결이고 선례구속의 비중을

지닌다. 항소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추후에 변경되거나 연방대법원에 의해

부정된 경우, 또는 주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건에서(이하 참조) 내려진 판결

이 주법원에 의해 부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해당판결은 항소법원의 동

일 재판부 또는 다른 재판부에 제기되는 후속 사건들을 규율한다. 일부 사

건에서는 선례구속의 문제가 백중지세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상이한

재판부가 상치되는 판결을 같은 날짜에 내놓은 사례들이 있었다.143) 이런

138) See DeQuijas v. Shearson/Am. Express, Inc., 490 U.S. 477, 484 (1989) (항소법원은 직접적으

로 통제적인 판례를 따라야 하고, 그럼으로써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139) See DeQuijas v. Shearson/Am. Express, Inc., 490 U.S. 477, 484 (1989).

140) 예컨대 United States v. Mitlo, 714 F.2d 294, 298 (3d Cir. 1983) (항소법원에 의해 수립된 판

례는 해당 지구 내의 모든 하급법원을 구속한다).

141) Hutto v. Davis, 454 U.S. 370, 375 (1982) (하급 연방법원은 연방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

142) United States v. Weathers, 186 F.3d 948, 957 n.12 (D.C. Cir. 1999) (인용판례는 Agostini v. 

Felton, 521 U.S. 203, 237 (1997)); United States v. Thomas, 242 F.3d 1028, 1035 (11th Cir. 

2001), cert. denied, 533 U.S. 960 (2001) (항소법원은 적용가능한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연방

대법원이 이후의 판결을 통하여 앞으로 언젠가 스스로 그 판례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징후를 보이더

라도 해당 판례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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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건을 병합심리 한다든지 전원합의체에서 재심을 통해 의견의 차

이를 해소한다든지 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다) 선례구속주의와 특별연방법원들

연방배상청구법원(Claims of Court)[United States Claims Court →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과 연방국제거래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같은 일부 연방법원은 특수한 제한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 이 법원들은 연방특별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과 연방대법원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지방법원이나

지구별 항소법원의 판결주론에 복종할 의무는 없으며, 이들 법원의 사실심

판사는 해당 법원의 다른 판사의 판결주론에 구속되지 않는다.144) 연방특

별항소법원은 특별연방법원들로부터의 항소사건, 그리고 연방특별항소법원

의 특수한 권한에 포함되는 사안들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관할권의 기

초가 있는 지방법원으로부터의 항소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145) 연

방특별항소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이 법원으로 통합된 국가배상청구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Claims)과 연방관세및특허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의 업무가 종료된 1982년 9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판결은 구속적 선판례이다.146)

지방법원으로부터 연방특별항소법원으로 항소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연

방특별항소법원은 자신의 특수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자신의 판례로부터의 선례구속을 적용한다.147) 판결 중에 제기되는

특수하지 않은 쟁점들(non-specialized issues)에 관해서는, 연방특별항소법

143) 같은 시기에 나온 다음 두 판결은 서로 상반된다: Bartels v. John Hancock Mut. Life Ins. Co., 

100 F.3d 813, 817 (5th Cir. 1938), aff'd, 308 U.S. 180 (1939) (같은 판사들이 내린 판결이 아니

어서 상이한 결론에 이르었음); Matter of Henderson, 100 F.2d 820, 822 (5th Cir. 1938) (농민이 

파산선고를 받을 권리가 부인됨). 양자 간의 충돌은 연방대법원이 Bartels 판결을 확인함으로써 해소

되었다.

144) American Silicon Techs. v. United States, 261 F.3d 1371, 1381 (Fed. Cir. 2001) (연방국제거

래법원과 같은 통합적 연방지방법원의 사실심 판사는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일사분란하게 행진

할” 의무가 없다; 법의 균일성을 유지할 책임은 사실심 판사가 아니라 상소심 판사의 것이다).

145) See Atari, Inc. v. J.S. & A. Group, Inc., 747 F.2d 1422, 1429 (Fed Cir. 1984) (연방특별항소

법원 관할권은 지방법원 관할권에 의해 규정됨).

146) Randa/Mason Joint Venture III v. Dahlberg, 239 F.3d 1264, 1269 (Fed. Cir. 2001); South 

Corp. v. United States, 90 F.2d 1368, 1370 (Fed. Cir. 1982).

147) Superior Fireplace Co. v. Majestic Prods. Co., 270 F.3d 1358, 1372 (Fed. Cir. 2001) (연방

특별항소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는 쟁점들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연방특별항소법원을 구속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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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해당 사건이 제기된 지구별 항소법원의 법에 대하여 선례구속효를 부

여한다.148)

또 다른 전문화된 연방재판소의 종류에 속하는 것은 파산항소재판부

(Bankruptcy Appeals Panels)이다. 파산항소재판부의 판결이 선례구속효를

갖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149) 제9항소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파산항소재판

부의 판결은 연방지방법원을 포함하는 헌법 제3조상의 법원들(Article III

courts)을 구속할 수 없다.150)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법원이 파산항소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산항소재판부의 판결

에 대해서는 예양과 상식의 문제로서 그 구성원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존중

을 보이는 것이 분별있는 노선이다.

(라) 선례구속주의와 주법원들

가) 주법원과 연방법원 간의 선례구속주의

한 주의 법원은 다른 주의 법원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데,151) 다만 관할법

결정(choice-of-law) 규칙 하에서 다른 주의 법을 따를 때에는 예외이다.

모든 주 법원은 연방법 문제에서 연방대법원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연방

항소법원이나 연방지방법원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데,152) 다만 하

급 연방법원의 판결이 설득적 전거가 될 수는 있다.153)

나) 이리 정칙(E rie doctrine)

연방법원이 주법을 적용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흔히 있다(예컨대 州間

148) See Registration Control Sys. v. Compusystems, Inc., 922 F.2d 805, 807 (Fed. Cir. 1990) 

(쟁점이 법률상 고유한 관할권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에 연방특별항소법원은 해당 순회지구의 법을 

따름); Atari, Inc. v. J.S. & A. Group, Inc., 747 F.2d 1422, 1438-1440 (Fed. Cir. 1984) (해당 

순회지구의 법을 따름)(전원합의체).

149) See In re Barakat, 99 F.3d 1520, 1526 (9th Cir. 1996), cert. denied, 520 U.S. 1143 (1997) 

(“파산항소재판부의 선례수립 권한은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이다”).

150) Bank of Maui v. Estate Analysis, Inc., 904 F.2d 470, 472 (9th Cir. 1990) (“헌법 제3조상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은 파산항소재판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자기 나름의 규

칙을 정식화할 자유를 항상 지녀야 한다”).

151) See Thomas v. Washington Gas Light Co., 448 U.S. 261, 277 (1980) (주의 상충하는 이익).

152) See Arizonans for Official English v. Arizona, -- U.S. --, --, 117 S.Ct 1055, 1068 n.21 

(1997) ([연방지방] 법원의 규칙설시는 주법원을 구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선례구속 효과는 

뚜렷하게 제한적이었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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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충적 관할권 사건들(diversity or supplemental jurisdiction matters)

에서). 연방법원이 주법을 적용할 때에는 선례구속에 의해서 주 최고법원

의 판례를 따라야 한다.154)

한 주의 법이 다른 주의 법원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주법이 연방법

원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개 선례구속주의가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

다. 다른 위계질서에서 개시된 소송사건은[판례는?](The case, having been

commenced in a different hierarchy) 법의 실질적 변화를 구하는 주장이

정당하게 개진될 수 있는 법원에는 결코 이르지 않으며(??)(never reaches

a court in which arguments for substantive change in the law properly

may be made), 현안 쟁점을 판결할 때 최종심 법원은 선례구속주의를 위

해서, 적용법의 원천이 되는 관할지의 상급법원 판결에 대하여 해당 관할

지의 하급법원이 지는 의무와 동일한 복종 의무를 진다. (Ch. 120, Dual

State and Federal Judicial Structure 참조).

주법원의 판결이 낙후된 때에는 특수한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법원의 판결이 주법체계 내에서 추종될 개연성이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법원은 주의 최고법원이 오늘날 해당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어떤 판결에 도달할지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 최선의 견해이다.155) 근본

적 규칙은, 연방법원이 주법을 결정할 때에는 주법원이 하게 될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156) 만약 연방법원이 법률문제에 관한 지침을 요청

(questions certified)하고 이를 해당 주의 최고법원이 수용한다면, 이 절차

는 주법원이 어떤 노선을 취할지에 관한 확실한 결정에 이르는 길이 된

154) See Erie Ry. Co. v. Tomkins, 304 U.S. 64, 78 (1938) (연방법원에서 심리되는 주법상의 청구와 

관련된 실체적 쟁점에 적용될 법은 주법이다).

155) See Salve Regina College v. Russell, 499 U.S. 225, 241 (1991) (Rehnquist, C.J., 반대의견, 

“법원의 임무는 해당 주의 최고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지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 

Meredith v. Winter Haven, 320 U.S. 228, 234 (1943) (플로리다주 법원의 과거 판결은 “플로리다 

대법원이 장래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리라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한 여기서 통제적이라

고 간주되어야만 한다”); Lyons v. National Car Rental Sys., Inc., 30 F.3d 240, 245 (1st Cir. 

1994) (연방법원은 “주법원이 취할 노선이 합리적으로 분명할 때”에는 주법을 예측할 수도 있다); 

Redgrave v. Boston Symphony Orchestra, Inc., 855 F.2d 888, 903 (Ist Cir. 1988) (연방법원은 

유비적 판결들을 고려할 수도 있다); United Parcel Serv., Inc. v. Weben Indus., Inc., 794 F.2d 

1005, 1008 (5th Cir. 1986) (“주법원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지침이 부재한 경우에 이리-추측

(Erie-guess)을 할 때, 우리는 주법을 예측하려고 해야지 주법을 창조하거나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된

다”).

156) See Commissioner v. Estate of Bosch, 387 U.S. 456, 465 (1967) (연방법원은 주법을 적용해

야 함). 한편 비교할 것은 Hughes v. Tobacco Inst., Inc., 278 F.3d 417, 425 (5th Cir. 2001) (일

단 연방항소법원 재판부가 주법의 문제에 관한 판결을 내린 경우에, 추후 주법원의 판결이나 제정법 

개정에 의해 해당 재판부의 판결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으로 되지 않는 한, 후속 재판부는 주법상 혼란

이 존재한다는 주장과는 상관없이 해당 판례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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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7)

연방법원이 루이지애나 주법원이 내린 주법 판결에 대하여 선례구속주의

를 적용해야 할 의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칙이 존재한다. 루이지애나는

대륙법계를 물려받은 주이기 때문에 그 주법원은 “일관된 판결노

선”(jurisprudence constante)이라는 대륙법적 정칙(civil law doctrine)을 따

르며, 판사는 법전(code)을 일차적인 권위로 삼아 의거할 권한과 의무를 지

고 있다. 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주법을 따르라는 것이 이리 판결의

기본적 명령이므로, 루이지애나 주법을 적용하는 연방판사는 선례구속이라

는 보통법적 정칙이 아니라 루이지애나의 실행을 따라야 한다.158)

다) 선례구속주의와 독립규제청(administrative agencies)

독립규제청(administrative agencies)은 입법부 및 행정부(executive)의 파

생기관(branches)으로서, 변화하는 정책적 목표에 부응하여 재판과 규칙설

시(ruling-making) 활동을 행한다.159) 이런 까닭에 독립규제청은 사안별 상

황에 맞추는 방식으로(on a case-by-case basis) 문제를 다룰 권한을 보유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과정이 유연성을 잃을 것이고 발생할 수

있는 전문화된 많은 문제들을 다룰 수 없게 될 것이다.160) 연방대법원이

내비친 입장에 따르면, 독립규제청은 처음 다루게 되는(first visits) 쟁점에

관해서는 항구성을 띠는 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규칙과 정

책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바꿀 수 있다.161)

일부 판결들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독립규제청의 판결은 선례에 설령

비중을 부여하더라도 적게 부여한다.162) 하지만 연방 행정법의 발전에서

157) See Colonial Props., Inc. v. Vogue Cleaners, Inc., 77 E3d 384, 387 (11th Cir. 1996) (지침 

요청(certification)이 예측보다 우선되는 접근법임).

158) See Songbyrd, Inc., v. Bearsville Records, Inc., 104 F.3d 773, 776 (5th Cir. 1997) (루이지애

나 주법에 관해서는 “선례구속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모든 사실심 및 상소심 판사는 각기 민

법전을 전거로 삼아서 그 원칙들로부터 (??) 새롭게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참조할 것은 Alvin B. 

Rubin, Hazards of a Civilian Venturer in a Federal Court: Travel and Travail on the Erie 

Railroad, 48 La. L. Rev. 1369, 1372 (1988) (이리 정칙을 루이지애나 주법에 적용하는 데 관한 일

반적 논의).

159) independent agency,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Federal Trade Commission,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60) See SEC v. Chenery Corp., 332 U.S. 194, 203 (1947) (문제들은 일반적 규칙으로 포섭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띨 수도 있음).

161) Rust v. Sullivan, 500 U.S. 173, 186-87 (1991) (독립규제청의 해석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

다); see NLRB v. Wyman-Gordon Co., 394 U.S. 759, 766 (1969) (“행정과정에서는 선례구속의 

역할이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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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에서는 “독립규제청의 재

판이 선행 재판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고 선례로부터 이탈할 경우에 이유정

연한 기초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공리에 가깝다(axiomatic)”고 하였

다.163) 다른 연방항소법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여 왔다.164) 독립규제청

은 자신이 선례구속주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한 이유정연한 설명을 제시

해야 선례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165) 예를 들면, 독립

규제청은 현안 쟁점에 관해 더 큰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

로 삼아서 선례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다.166) 그런데 만약 연방의회가 독립

규제청에 대한 위임훈령(instruction)을 개정한다면, 독립규제청은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필요가 없다.167)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독립규제청을 구속한다. 독립규제청에 대하여 재심

162) See Ka Fung Chan v. INS, 634 F.2d 248, 257 (5th Cir. 1981) (독립규제청은 과거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음).

163) 예컨대 National Ass'n of Broadcasters v. FCC, 740 F.2d 1190, 1201 (D.C. Cir. 1984) (독립

규제청은 이유정연한 설명 없이는 자신이 과거에 내린 결정의 결론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을 것). 그러

나 cf. McClatchy Newspapers, Inc. v. N.L.R.B., 131 F.3d 1026, 1035 (D.C. Cir. 1997) (“청구인

은 위원회가 선행 사건들에서 제시했던 추론으로부터의 이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판결들 안에서 이 사건에서의 추론과 모순되는 부분을 변경했을 뿐이다. 독립규제

청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164) See Henry v. INS, 74 F.3d 1, 5 (1st Cir. 1996) (독립규제청은 “동일성이 있는 사안을 규율하는 

상반되는 판례노선의 창조로 귀결되는 중대하게 모순되는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Citizens 

Awareness Network, Inc. v. NRC, 59 F.3d 284, 290 (1st Cir. 1995) (“독립규제청의 판결은 합리

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Davila-Bardales v. INS, 27 F.3d 1, 5 (1st Cir. 1994) (판례가 언제나 고

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ee Chisholm v. Defense Logistics Agency, 656 F.2d 42, 47 (3d Cir. 1981) (독립규제청은 일관

성 있는 판결들을 내릴 의무가 있다).

   See California Trucking Ass'n v. ICC, 900 F.2d 208, 212 (9th Cir. 1990) (독립규제청은 판결의 

통상적인 규칙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다).

165) See Rust v. Sullivan, 500 U.S. 173, 186 (1991) (“이유정연한 분석”(reasoned analysis)을 요구

함); NLRB v. J. Weingarten, Inc., 420 U.S. 251, 267 (1975) (“충분한 해명”(adequate 

explication)을 요구함).

   See Congreso de Uniones Industriales de Puerto Rico v. NLRB, 966 F.2d 36, 39 (1st Cir. 

1992) (독립규제청이 선례로부터 이탈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됨); See Salameda 

v. INS, 70 F.3d 447, 450 (7th Cir. 1995) (독립규제청은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기존 해석을 포기해

서는” 안 됨); Busse Broad. Corp. v. FCC, 87 F.3d 1456, 1465 (D.C. Cir. 1996) (독립규제청은 

충분한 설명을 제시한다면 선판례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Mobile Communications Corp. of 

Am. v. FCC, 77 F.3d 1399, 1407 n.2 (D.C. Cir.), cert. denied, --U.S. --, 117 S.Ct. 81, 136 

L.Ed. 2d 38 (1996) (“기존 정책과 규준을 별 생각 없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숙고를 거쳐 변경하는 

것임(being deliberately changed, not casually ignored)을 보여주는 이유정연한 분석”을 요구함); 

British Steel PLC v. United States, 127 F.3d 1471, 1475 (Fed. Cir. 1997) (“독립규제청은 선례

를 추종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판례를 변경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만 함”).

166) See United States v. Akzo Coatings of Am., Inc., 949 F.2d 1409, 1434 (6th Cir. 1991) (독립

규제청은 “더 큰 전문성이 확보되었음”을 이유로 삼아서 판례를 변경할 수 있다).

167) See City of Las Vegas v. Lujan, 891 F.2d 927, 934 (D.C. Cir. 1989) (“물론 의회의 위임훈령

이 개정된다면 장관은 자신의 정책을 왜 변경하였는지를 설명할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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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관할권을 지닌 항소법원이 하나뿐인 경우(예컨대 FCC의 판결에

대해서는 컬럼비아특별구 항소법원만이 재심을 할 수 있다), 독립규제청의

지위는 하급법원의 지위와 유사하고, 재심 관할권을 지닌 법원이 수립한

선례는 독립규제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질 것이다. 제3

항소법원은 자신의 판결이 독립규제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고 판시하였

다.168) 연방조세법원(United States Tax Court)의 판결, 그리고 재심 관할

권을 지닌 항소법원이 하나뿐인 경우가 아닌 독립규제청의 판결에 대해서

는 구체적 사안의 발생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여러 항소법원이 재심을 할

수 있다. 항소법원들의 판시에 따르면, 선례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조세법

원과 그러한 독립규제청은 재심이 이루어질 순회지구의 법을 따라야 한

다.169)

끝으로, 독립규제청이 자신의 제정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정칙은

연방법원의 제정법 해석에서의 선례구속을 규율하는 정칙과 상호작용한다.

일단 연방법원이 제정법 해석을 제시하고 나면 그 해석은 비록 그 제정법

의 시행을 담당하는 독립규제청이 새로운 해석이나 상이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구속적인 것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연방대법원의

경우에 그러한데, 연방대법원은 자신이 이미 해석을 제시한 바 있는 제정

법 규정에 대한 독립규제청의 변화된 해석을 다룰 때, 선행 해석에 선례구

속 효과가 부여될 것이라고 하였다: “일단 당법원이 제정법의 의미를 판정

하고 나면 우리는 선례구속주의에 따라 자신의 규칙설시를 고수하며, 독립

규제청이 추후에 그 제정법에 관하여 내놓는 해석은 당법원의 확립된 법에

비추어서 평가된다”.170) 이와 유사한 접근법이 적어도 하나의 연방항소법

원에 의해 채택된 바 있다.171) 연방항소법원은 자신의 선행 판결에 구속되

므로, 연방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 동안에는, 독립규제청

이 변화된 해석을 채택하는 상황에서도, 이 정칙은 해당 순회지구 내에서

제정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가두어 두는”(locking in)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제정법에 대한 선행 해석의 정확한 주론을 주의깊

168) See Allegheny Gen. Hosp. v. NLRB, 608 F.2d 965, 970 (3d Cir. 1979) (독립규제청이 재판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구속됨).

169) See NLRB v. Ashkenazy Prop. Management Corp., 817 F.2d 74, 75 (9th Cir. 1987) (독립규

제청은 항소법원의 판례를 따르기를 거부할 수 없음).

170) Neal v. United States, 516 U.S. 284, 116 S.Ct. 763, 133 L.Ed. 2d 709 (1996) (독립규제청의 

해석이 변경되더라도 연방대법원 판례의 선례구속성이 유지됨).

171) See United States Dep't of Interior v. Federal Labor Relations Auth., 132 F.3d 157, 161 

(4th Cir. 1997) (독립규제청의 제정법 해석이 변경되더라도 연방항소법원 판례의 선례구속성은 유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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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평가하는 일, 그리고 독립규제청의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재검토되어

야 하는 새로운 쟁점에까지 그 주론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지 않는 일이

다.

(바) 중재재판에서의 선례구속주의

선례구속주의는 중재재판에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데,172) 단 중재재판의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하여 반대로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173) 이 규칙

은 중재재판의 근본 성격을 반영하는데, 중재재판은 분쟁의 사적인 해결을

보조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 간의 중재 합의에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설령 중재인은 스스로 선례구속주의에 구속된다고 여겨야 한다고 당

사자들이 합의할지라도, 중재인이 이러한 합의사항에 따랐는지는 통상 사

법적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적 쟁점에 관한 중재인의 오판이 통상

적으로는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과 마찬가지이다.

3) 선례구속주의의 범위(scope)

(가) 선례구속주의는 선행판결의 결론(results)과 일치하는 판결을 요

구한다

선례구속주의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일단 한 법원이 다른 법원의 판결에

선례효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선례효의

범위(scope)를 정해는 일이다. 최소한으로(at a minimum) 설정한다면, 선

례구속주의는 권위있는 선행판결에서 도달되었던 결론(result)에 미친다. 제

3항소법원은 이렇게 판시하였다:174)

172) See Trailways Lines, Inc. v. Trailways, Inc. Joint Council, 807 F.2d 1416, 1419 n.7 (8th 

Cir. 1986) (선례구속원칙은 중재재판에서는 사법재판에서와 같은 정칙적 힘(doctrinal force)을 갖지 

않음); Riverboat Casino, Inc. v. Local Joint Executive Bd. of Las Vegas, 578 F.2d 250, 251 

(9th Cir. 1978) (“선례구속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당사자들이 기대하는 중재재판의 유연성이 손상될 

것”).

173) See Butler Armco Indep. Union v. Armco, Inc., 701 F.2d 253, 255 (3d Cir. 1983) (“계약상 

반대의 문구가 없다면, 단체협약에 대한 중재인의 해석은 후속 중재인을 구속하지 않음”); Riverboat 

Casino, Inc. v. Local Joint Executive Bd. of Las Vegas, 578 F.2d 250, 251 (9th Cir. 1978) 

(“계약상 반대의 규정이 없다면” 선례구속을 엄격하게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시사).

174) Rappa v. New Catle County, 18 F.3d 1043, 1061 (3d Cir. 1994) (인용문헌은 Linda Lovak, 

Note, The Precedential Value of Supreme Court Plurality Decisions, 80 Colum. L. Rev. 756, 

77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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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법원이 최소한(at the minimum) ‘결론’ 선례구속 원칙(the principle

of ‘result’ stare decisis)을 고수해야 함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원칙에 따

르면 대법원의 분명한 다수가 지지했던 구체적 결론은 실질적 동일성을 띠

는 사건에서 통제적이어야 한다. 해당 결론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다수의

판결근거(rationale)가 부재한다면, 하급법원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

여 제 나름의 정당화 규칙(a justifying rule)을 안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이 경우에도 하급법원이 상반되는 결론으로 귀결될 추론 노선을 채택

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확실성과 균일성의 원칙에 조금이라도 의

미가 있으려면 ‘결론’ 선례구속주의의 고수가 필수불가결하다.

최소한 하급법원은 자신이 복종할 의무를 지는 상급법원의 선행 판결에

서 도달되었던 결론과 모순되지 않는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받는다. 판사 3

인으로 구성되는 연방항소법원 재판부가 항소법원의 선행 판결을 다룰 때

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선판례가 구속력을 지닐 때 최소한의 追尊

(deference)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선행 판결과 “꼭 일치하는”(on all fours)

모든 후속 사건에 선판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선례구속주의는 선행판결의 판결주론(holdings)과 일치하는 판결

을 요구한다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들 중 다수에 의한 성문화된 의견(a written

opinion)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의견은 판결의 범위를 밝혀주는 증거이

다.175) 그러므로 법원이 선행판결에 구속되는 경우에 통상적인 규칙은, 법

원이 선행판결의 판결주론(holding)에 구속된다는 것이다.176) 그러나 이 경

우에도, 개별 사건에서 판결주론이 무엇인지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판결주론에 대한 해석은 폭이 넓을 수도 있고177) 좁을 수도 있다.178) 판결

주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한데, 방론에 불과하여 판결주론

의 일부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추론은 선판례를 따를 의무가 있는 법원에

175) See EEOC v. Trabucco, 791 F.2d 1, 2 (1st Cir. 1986) (Moore's를 인용하면서, 만약 법적 쟁점

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선례구속이 적용되며, 주된 증거는 성문화된 의견이라고 함).

176) See In re Chateaugay Corp., 94 F.3d 772, 782 (2d Cir. 1996) (선행 판결주론에 구속됨).

177) See United Food & Commercial Workers Int'l Union, AFL-CIO, Local 7 v. Gold Star 

Sausage Co., 897 F.2d 1011, 1025 (10th Cir. 1990) (지방법원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주론을 과도하

게 넓게 해석하였다고 비판함).

178) See EEOC v. Massachusetts, 987 F.2d 64, 68 (1st Cir. 1993) (“지방법원이 제시한 폭넓고 무

제한적인 해석과는 달리 [선행판결의] 추론과 주론은 훨씬 좁고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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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179) 방론은 구속력있는 권위(binding

authority)는 아니지만, 설득력있는 권위(persuasive authority)일 수 있

다.180) 연방대법원은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181)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격률이 있는데, 그것은 판결문에 나오는 일반적 표

현들(general expressions)은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사건과의 연관성 속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들이 해당 사건의 경계를 넘

어서게 되면, 그 표현들은 존중될 수는 있을지언정 판단을 요구하는 정확

한 논점이 제시될 때 후속 사건에서의 판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격률의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에 실제로 제기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깊은 검토와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한편 그 문제를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다른 원칙들은 현안 사건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참작

되기는 하지만, 그 원칙들이 여타의 모든 사안에서 지닐 가능성이 있는 의

미(possible bearing)가 전면적으로 검토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판결의 주론과 방론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182)

판결문에 나오는 법원의 방론에는 아무런 선례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일

179) ACLU v. Shundler, 168 F.3d 92, 98 n.6 (3d Cir. 1999)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례집에 보고된 선

행재판부의 판결주론에 구속되지만, 선행재판부의 방론은 후속재판부에 대하여 그런 구속적 효과를 전

혀 갖지 못함).

180) See Nicor Supply Ships Assoc. v. General Motors Corp., 876 F.2d 501, 506 (5th Cir. 1989) 

(방론은 판결근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음); Brooks v. Beto, 366 F.2d 1, 30 n.7 (5th 

Cir. 1966) (Wisdom, J., 동조의견, “이것도 방론이고 저것도 방론이다. Marbury v. Madison도 Dred 

Scott도 방론으로 치부되어 왔다. 하나는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사실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

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죽어버렸지만 주요 사실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Cassell 판결이 

사실관계상의 이유 때문에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치부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남긴 단호

하고 강력하며 부정할 수 없는 일련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적절하고 유효하다.”); O'Dell v. North 

River Ins. Co., 614 F.Supp. 1556, 1559 (W.D. La. 1985) (방론이 설득적 전거로 인정받고 있음).

181) Cohens v. Virginia, 19 U.S. (6 Wheat.) 264, 399-400, 5 L.Ed. 257 (1821) (일반적 표현들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통제적이지는 않음). 동지판례로는 Cerro Metal Prods. v. Marshall, 620 F.2d 

964, 978 n.38 (3d Cir. 1980) (“어떠한 의견에 나오는 것이든 일반적 표현들은 해당 사건과의 관련

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82) See Fogel v. Chestnutt, 668 F.2d 100, 107 (2d Cir. 1981), cert. denied, 459 U.S. 828 

(1982) (각주는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연방대법원은 진술을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판단까지 내릴 수 있

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음); United States v. Eden, 659 F.2d 1376, 1379 (9th Cir. 1981), cert. 

denied, 455 U.S. 949 (1982) (인용된 판결 속의 문구는 “예들을 열거한 것이지 결코 그 이상은 아

니다.”); United States v. R.J. Saunders & Co. Inc., 42 C.C.P.A. 128, 136 (1955) (“선례구속주의

가 의존하고 있는 기저의 철학은, 판결문에 나오는 모든 진술은 아무리 광범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속

한 맥락 속에서, 그리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문에 나오는 진술은 그 문구가 적용되고 사용되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이외에 그와는 다르거나 상

반되는 사실관계도 마찬가지로 포섭하도록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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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흔하게 고도의 설득력을 지니

며,183) 상급법원이 과거의 진술을 방론일 뿐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하급법원은 방론을 통하여 상급법원이 장래에 취하게 될 방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법원들이 어떤 판결의 설득력 때문에 인용하는 빈도가

충분히 높고 그런 인용을 담고 있는 판결들을 추후에 다른 법원들이 다시

인용하였다면, 그 판결에 담긴 방론은 비록 엄밀하게 보자면 선례구속주의

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적 선판례로 여겨지게 될 수도 있다.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방론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184) 연방대법원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의 수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탓에 판단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쟁점들에 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방론을 이용한다. 상소법원들이 이러한 방론을 무시하고 독자

적인 입장을 남발한다면, 다른 법원들은 연방대법원의 방론을 따를 공산이

크기 때문에 순회지구들 간의 불일치(disparity)가 증대되고 공평한 사법행

정이 어려워질 것이다.

연방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다수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분열된 판결문

(split opinions)을 해석할 때에는, 가장 협소한 근거에 입각하여 채택된 동

조의견(the concurrence taken on the narrowest grounds)이 해당 법원의

판결주론이다.185) 그런 경우에는 선례구속의 적용이 쉽지 않은데, 하급법원

183) 예컨대 Society of Separationists, Inc. v. Herman, 939 F.2d 1207, 1211 (5th Cir. 1991), aff'd 

on other grounds, 959 F.2d 1283 (1992) (방론은 설득적 전거일 뿐 구속적이지는 않음).

184) McDonald v. Master Fin., Inc. (In re McDonald), 205 F.3d 606, 612-613 (3d Cir. 2000), 

cert. denied, 531 U.S. 822 (2000)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방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연방대

법원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의 수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탓에 판단을 할 수 없는 쟁점들

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방론을 이용함); United States v. Montero-Camargo, 

208 F.3d 1122, 1132 n.17 (9th Cir. 2000) (en banc), cert. denied sub nom. Sanchez-Guillen v. 

United States, 531 U.S. 889 (2000) (연방대법원의 방론은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알려주

는 예언으로서 평범한 사법적 방론보다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제9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방론을 간단히 무시해 버리지 않고 합당한 추존을 보이는데, 다만 항소법원은 방론이 후속 사건의 판

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경고를 따르는 경우도 있음); Insurance Co. of the West 

v. United States, 243 F.3d 1367, 1372 (Fed. Cir. 2001)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판결에 

대하여 제시한 해석이 방론일지라도 그 해석을 따를 의무가 있음); Stone Container Corp. v. United 

States, 229 F.3d 1345, 1350 (Fed. Cir. 2000) (“연방대법원은 제한된 수의 사건만을 심사대상으로 

수용하며, 하급 연방법원 및 주법원에 대한 지침을 광범한 언어로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명시적이고 신중하게 고려된” 방론은 따라야 함).

185) See City of Lakewood v. Plain Dealer Publishing Co., 486 U.S. 750, 765 n.9 (1988) (동조의

견을 제시한 법원 구성원들이 가장 협소한 근거 위에서 채택한 입장이 판결주론임); Marks v. United 

States, 430 U.S. 188, 193 (1977) (동지);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947 F.2d 682, 693 (3d Cir. 1991), aff'd in part, rev'd in part, on other grounds, 505 U.S. 833 

(1992) (단일한 판결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판결의 주론은 가장 협소한 근거 위에서 판단이 제시

된 동조의견임); 그러나 Regents of the Univ. of Cal. v. Bakke, 438 U.S. 265, 421 (1978) (명령

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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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라야 할 통제적인 법적 판결주론(controlling legal holding)이 전혀 존

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186)

(다) 선례구속주의는 선행판결의 추론(reasoning)과 일치하는 판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쟁점을 이루는 것이 판결이나 주론이 아니라 추론(reasoning)인 경우에는

선례구속의 효력이 덜 분명해진다. 일부 법원들의 판시에 따르면, 구속적

판결은 그 추론도 역시 구속력이 있다.187) 예를 들어 제2항소법원은 이렇

게 판시하였다:188)

선행 판결이 추론과정에서 판결의 확인이나 파기에 필요한 정도보다 더

광범한 진술을 행하였다면, 후속 재판부는 선례효의 범위를 추론과정 내의

더 협소한 근거에 한정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후속 재판부는 해당 판결이

완전히 상이한 추론 노선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그 판결의 추론

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추구하는 법원이라면 사법판결들에 나오는 구속

적 판결주론과 단순한 설득적 추론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환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상 판결주론과 추론 사이의 경계선은 가변적이고 애매할

수도 있다. 판결주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법원의 추론이

  See ACLU v. Shundler, 168 F.3d 92, 103 (3d Cir. 1999) (연방대법원 판결이 분열된 다수의견의 

결과인 경우에, 항소법원은 다수를 형성하는 데 필요했던 대법관들이 취한 입장들을 검토하여 가장 협

소한 근거 위에서 다수의견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따라야 함); Kemp v. Medtronic, Inc., 231 

F.3d 216, 224 n.1 (6th Cir. 2000) (“연방대법관 5인의 동의를 획득한 단일한 판결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협소한 근거 위에서 판결에 동조한 구성원들이 취한 입장이 판결주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인용판례는 Marks v. United States, 430 U.S. 188, 193 (1977)).

186) See King v. Palmer, 950 F.2d 771, 782 (D.C. Cir. 1991), cert. denied, 503 U.S. 918 (1992), 

and cert. denied sub nom. King v. Ridley, 505 U.S. 1229 (1992) (“연방대법원의 묵시적 다수의

견(implicit majority)”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열된 판결은 통제적인 법적 판결주론을 제공하지 못

함); Mehlenbacher v. Akzo Nobel Salt, Inc., 216 F.3d 291, 297 n.10 (2d Cir. 2000) (연방대법원 

판결확인이 동수로 갈린 법정에 의한 것이면 선례효를 갖지 못함); United States v. Papajohn, 212 

F.3d 1112, 1119 (8th Cir. 2000) (동조 대법관이 4인밖에 되지 않는 연방대법원 의견은 구속적 선

판례가 아님).

187) United States v. Meyers, 200 F.3d 715, 720 (10th Cir. 2000) (항소법원 재판부는 선행재판부

의 판례를 따라야 하는데, 판례에는 선행 판결의 매우 협소한 주론뿐만 아니라 그 주론의 기저에 놓인 

추론도 포함되며, 그 추론이 법적 논점(point of law)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함).

188) Se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n v. Dunn, 58 F.3d 50, 53-54 (2d Cir. 1995), re'd, 

remanded, on other grounds, 519 U.S. 925 (1997) (후속 재판부는 추론을 무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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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설득력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때는 추론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던 것

이 주론의 일부로 여겨지게 될 수도 있고 그 역일 수도 있다. 선례구속주

의가 법규칙의 원천이기는 하지만, 이 정칙 자체는 뚜렷한 경계선을 갖는

규칙들의 집합으로 표현될 수가 없다. 오히려 선행 판결과 역시 선례효를

갖는 여타 판결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판결의 판결내용, 주론의

진술, 추론 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례효를 부여하는 방식이야말로 선례

구속주의에 대한 최선의 접근법이다.

(라) 선례구속주의는 상급법원에서 내려질 개연성이 있는 결론에 대

한 예측과 일치하는 판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일부 법원들은 선례구속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선행 판결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견해를 취한다. 이 견해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가장 근래의 판결에 더 큰

선례효를 부여하고, 오래된 판결에는 작은 선례효를 부여한다. 오래된 정도

를 기준으로 삼는 이러한 구별의 배후에는, 하급법원은 해당 쟁점이 하급

법원에 제시된 시점에 상급법원이 그것을 재판한다면 이루어질 판단을 예

측할 의무가 있다는 이론이 놓여 있다[predictive approach]. 제2항소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189)

우리의 기능이 그저 맹목적으로 선례를 고수하는 일에 국한될 수는 없

다.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최선으로 발휘하여, 현안 소송인들 또는

유사한 상황의 여타 소송인들에게 개연적으로 적용될 법리를 결정해야만

한다.

실제적 문제로서, 예측적 접근법은 하급법원이 따를 의무가 있는 상급법

원의 최근 판결에 대하여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더 근래의 판례가 더 큰 비중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기계적으로 적

용되어서는 안 된다. 프랭크퍼터(Frankfurter) 대법관이 경고하였듯이:190)

189) Spector Motor Serv. v. Walsh, 139 F.2d 809, 814 (2d Cir. 1944), rev'd sub nom. Spector 

Motor Serv. v. McLaughlin, 323 U.S. 101 (1944); see Vukasovich, Inc. v. Commissioner, 790 

F.2d 1409, 1416 (9th Cir. 1986) (“항소법원은 현재 계쟁중인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다룬다면 어떻

게 판결할지에 대한 자신의 이유정연한 견해에 따라서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190) Helvering v. Hallock, 309 U.S. 106, 119 (1940) (선례구속은 정책적 원칙임); 동지판례는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515 U.S. 200 (1995) (선례구속으로부터 이탈하려면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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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판결이 아무리 최근의 것이고 의심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고

수할 때 더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고 본질적으로 더 견실하며 경험을 통하

여 검증이 된 선행 법리와의 충돌이 수반되는 경우에, 선례구속은 하나의

정책적 원칙이지 최신의 판결을 고수하라는 기계적 공식이 아니다(stare

decisis is a principle of policy and not a mechanical formula of

adherence to the latest decision).”

4) 선례구속주의의 적용 요건들(requirements)

(가) 판결이 의결에 참여한 판사들 중 다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판결이 온전한 선례구속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의결에 참여했던 판

사들 중 다수(a majority of the judges voting)에 의한 판결이라야 한다.

단독판사로 구성되는 법원의 경우에는 판결의 존재를 판정하기가 쉽다. 복

수의 판사로 구성되는 법원이나 재판부의 경우에는 종종 판결의 존재가 불

확실할 수도 있다. 동수로 갈린 법정에 의한 판결확인(affirmance)은 선례

가 되지 못한다.191) 판결을 일러주는 증거는 사건 판결에 참여하는 판사들

다수의 표결이다. 전체 법원의 다수에 미달하는 판사에 의한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구성된 법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의결 참여 판사의

다수가 결론에 동의한 것인 한 판결이다. 다수가 단일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이 해당 사건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나) 판결이 법적 쟁점(issue of law)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상소심 법원의 판결은 어떤 법적 쟁점을 판정하는 것이라야 비로소 판례

를 구성한다. 선례구속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법적 쟁점에 대한 심리와 판

단이 이루어졌어야(heard and decided) 한다.192) 쟁점이 주장되지 않거나,

설령 주장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무시하거나, 쟁점이 유보된다면(reserved),

필요함).

191) See United States ex rel. Radich v. Criminal Court, 459 F.2d 745, 750 (2d Cir. 1972) (판결

확인은 “사법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절차규칙(a judicially constructed rule of procedure)을 반영할 

뿐이다”, 인용판례는 Ohio ex rel. Eaton v. Price, 364 U.S. 263, 264 (1960)).

192) See EEOC v. Trabucco, 791 F.2d 1, 4 (1st Cir. 1986) (Moore's를 인용하면서 “법적 쟁점에 대

한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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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은 동일 쟁점이 제기된 후속 사건에서 추종되어야 할 선례를 구

성하지 않는다. 법적 쟁점이 판정되고 선례를 구성하는 경우에, 선례구속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판결 전체가 아니라 해당 쟁점이다.

(다)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인 경우, 판결이 다수의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처럼 2인 이상의 판사가 심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판결이 선례구속의 목적을 위한 선례효를 갖기 위해서는 해당 법

원의 다수(a majority of the court)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동수로 갈린 법

정에 의한 판결에는 선례구속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다.193)

법원들이 선행 판결의 동조의견을 후속 사건 판결들에서 빈번하게 인용

한 결과로 그 동조의견이 엄밀하게는 구속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례

구속 효과를 갖게 되는 사례들이 있다. 배키 판결(Regents of the Univ. of

Cal. v. Bakke)이 그 예인데,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여섯 개

의 상이한 의견을 공표하였다.194) 추후에 연방대법원 자신과 하급법원들은

파웰(Powell) 대법관의 의견을 다른 어떤 대법관들의 의견보다 월등하게

빈번히 인용하였다.195)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작성하는 의견 중에는 그

내용의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다수의 동조를 얻는 의견들이 흔히

있게 마련이다. 바로 그런 부분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다. 하급법원들이 해

당 의견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선례구속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인용되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은 아니다.196)

심지어 반대의견(dissent)이 널리 추종되고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브랜다이스(Brandeis) 대법관은 버넷 사건(Burnet v. Coronado Oil & Gas

Co.)에서 공표된 반대의견에서, 선판례를 고수하는 것이 “대개는 현명한 정

193) Mehlenbacher v. Akzo Nobel Salt, Inc., 216 F.3d 291, 297 n.10 (2d Cir. 2000) (동수로 갈린 

법정에 의한 연방대법원의 판결확인은 선례효를 갖지 못함); United States v. Papajohn, 212 F.3d 

1112, 1119 (8th Cir. 2000) (연방대법원 의견 중 대법관 4인의 동조밖에 획득하지 못한 부분은 구

속적 선판례가 아님).

194) Regents of the Univ. of Cal. v. Bakke, 438 U.S. 265, 418 (1978) (명령은 확인되어야 하며 재

구성되어서는(reconstructed) 안 됨).

195) 예컨대 Podberesky v. Kirwan, 38 F.3d 147, 152 (4th Cir. 1994) (“인종과 종족에 따른 구별은 

본질적으로 위헌의 의심을 받음”); Hopwood v. Texas, 78 F.3d 932, 940 (5th Cir. 1996) (차별은 

위헌의 의심을 받음).

196) 예컨대 Parry v. Ernst Home Ctr. Corp., 779 P.2d 659, 662 (Utah 1989) (州間 사법체계의 이

익에 의존(look to interstate judicial system interest), 인용 의견은 Justice O'Connor in Asahi v. 

Superior Court, 480 U.S. 102, 113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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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wise policy)인데, 적용가능한 법규칙이 확정되는 일은 그것이 옳게 확

정되는 일보다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97)

추후에 이 진술은 선례구속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수하게 인용되어 왔다.

(라) 선례구속주의는 대개 공간된 판결문을 요구한다

가) 공간되지 않은 판결문에는 대개 선례구속 효과가 부인된다

일반적 규칙에 따르면, 공간되지 않은 판결문은 선례구속 효과를 부여받

을 자격이 없다.198) 몇몇 항소법원은 내부 소송규칙(local rules)의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판결의 선례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199) 제2항소법원의 판

197) Burnet v. Coronado Oil & Gas Co., 285 U.S. 393, 406 (1932) (Brandeis, J., 반대의견).

198) See Hupman v. Cook, F.2d 497, 501 n.7 (4th Cir. 1981) (공간되지 않은 의견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임); Jones v. Superintendent, Va. State Farm, 465 F.2d 1091, 1094 (4th Cir. 

1972) (약식판결(memorandum decisions)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그런 판결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작성되고, 공간되지 않아서 입수할 수가 없으며, 균등한 접근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임); McCloud 

v. Testa, 97 F.3d 1536, 1559 n.36 (6th Cir. 1996) (법원은 공간되지 않은 판결을 따를 의무가 없

음); United States v. Kinsley, 518 F.2d 665, 670 n.10 (8th Cir. 1975) (공간되지 않은 판결을 인

용해서는 안 됨).

199) See Local Rule 0.23, Dispositions in Open Court for by Summary Judgment (2d Cir.) (재판의 

결과 또는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은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 인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Local Rule 47.6, Affirmance Without Opinion (5th Cir.) (의견 없이 확인되거나 집행된 판

결은 선례효를 갖지 않음??); Local Rule 53(2)(iv), Plan for Publication of Opinions of the 
Seventh Circuit Promulgated Pursuant to Resolution of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7th Cir.) (기판력, 부수적 금반언, 동일사건법리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공간되지 않은 판결은 선판례로서 인용 또는 이용되어서는 안 됨); Anastasoff v. United 

States, 235 F.3d 1054, 1056 (8th Cir. 2000) (en banc),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23 F.3d 

898 (8th Cir. 2000) 판결을 무효화함 (공간되지 않은 판결의 선례효를 부인하는 Eighth Circuit Rule 

28A(i)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던 항소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함; 

그러므로 해당 규정의 합헌성은 미해결 문제인 상태로 남음); Ninth Cir. Rule 36-3(a), Citation of 
Unpublished Dispositions or Orders (동일사건법리, 기판사안, 부수적 금반언 등의 정칙 하에서 관

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되지 않은 처분과 명령은 구속적 선판례가 아님); Ninth Cir. 

Rule 36-3(b)-(c), Citation of Unpublished Dispositions or Orders (제9항소법원은 공간되지 않은 

처분과 명령에 대한 인용을 제한적 용도로는 허용하는데, 허용되는 용도는 일사부재리 위반, 제재가능 

행위, 통고, 변호인의 수임료 청구권, 관련 사건의 존재 등을 입증하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용도임); 

Hart v. Massanari, 266 F.3d 1155, 1159-1180 (9th Cir. 2001) (공간되지 않은 판결의 선례효를 

부인하는 Circuit Rule 36-3, Citation of Unpublished Dispositions or Orders (9th Cir.) 규정의 합

헌성 확인); Sorchini v. City of Covina, 250 F.3d 706, 708-709 (9th cir. 2001) (per curiam) 

(Ninth Circuit Rule은 공간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인용을 “사실적 용도로”(for factual purposes)는 

허용하지만, 공간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인용이 법적 선판례의 존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설령 공간되지 않은 해당 판결이 주어진 쟁점에 관한 선판례가 부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음; 선판례의 존재 또는 부재는 해당 규칙에서 거론하는 “사실”이 아님); 11th 

Circuit Rule, 36-2, Unpublished Opinions (11th Cir.) (공간되지 않은 판결은 구속적 선판례로 인정

되지 않는데, 만약 인용이 행해지는 문서에 첨부되거나 편입된다면(if attached or incorporat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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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구두 판결확인(oral affirmance)은 법원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데, 판결확인의 기초를 알 수가 없고 모든 당사자들이 규칙설시에 동등하

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200)

나) 선례구속주의는 연방대법원의 약식판결확인(summary

affirmances)에 적용된다

연방대법원은 3인으로 구성되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올라온 상소에 대하여

자신이 내리는 약식판결확인(summary affirmance)을 선판례로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취급한다.201) 그러나 약식판결확인이 항소법원 3인 재판부(the

three-judge court of appeals panel)의 추론에 대한 찬동(endorsement)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202) 그 추론은 해당 순회지구 바깥에서는 구속적이

지 않은데,203) 그러나 약식판결확인에서 필수적으로 판단이 요구되었던 문

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구속적인 연방대법원 선례가 된다.204)

만약 연방대법원의 추후의 판결이 약식판결확인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

로 변경한다면, 이제 그것은 구속적이지 않게 된다.205)

(마) 선례구속주의는 쟁점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판단(actual

decision of issue)을 요구한다

법원의 어떤 판결이 특정한 쟁점에 관하여 선례구속 효과를 부여받으려

면, 해당 쟁점이 그 법원에 의해 실제로 판단된(actually decided) 것이어야

한다.206) 따라서 연방대법은 “기록 속에 어른거리기만 할 뿐 법원이 주목

document in which citation is being made) 설득적 전거로 인용될 수는 있음).

200) See United States v. Joly, 493 F.2d 672, 676 (2d Cir. 1974) (구두 진술은 인용하지 않음).

201) See R.J. Reynolds Tobacco Co. v. Durham County, 479 U.S. 130, 139 n.7 (1986) (기각

(dismissal)은 사건본안에 대한 판결임, 인용판례는 Hicks v. Miranda, 422 UlS. 332, 344 (1975)); 

또한 Republican Party v. Hunt, 991 F.2d 1202, 1204 (4th Cir. 1993) (Phillips, J., 전원합의체 재

심의 거부에 대한 반대의견: 연방대법원의 약식확인 판결은 항소법원을 구속함).

202) See Lucas v. Townsend, 908 F.2d 851, 854 (11th Cir. 1990), vacated, remanded, on other 

grounds, 501 U.S. 1226 (1991) (약식 판결확인은 구속적 선판례가 아님).

203) See Mandel v. Bradley, 432 U.S. 173, 176 (1977) (“오직 이하 판결의견으로부터만 판결확인의 

근거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됨”).

204) See Hicks v. Miranda, 422 U.S. 332, 344-345 (1975) (법원은 공표된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음).

205) See Soto-Lopez v. New York City Civil Serv. Comm'n, 755 F.2d 266, 272 (2d Cir. 1985), 

aff'd on other grounds, 476 U.S. 898 (1986) (판례법리의(doctrinal) 발전으로 약식판결확인에 대

한 판례변경이 일어남).

206) Bowling v. Pfizer, Inc., 132 F.3d 1147, 1150 (6th Cir. 1998) (“동일사건법리 정칙은 앞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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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은 문제들은 판결이 이루어져 선례를 구성하는 것으

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207) 이 정칙은 명시적인 판단이 이

루어진 쟁점들을 넘어서 필연적인 함의에 의해 실제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actually decided by necessary implication) 쟁점들에도 적용될 수 있

다.208) 이 맥락에서 “쟁점”(issue)이라는 개념은 전혀 엄격한 정의를 갖지

않는다. 유비를 해 보자면, 동일사건법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환송된 판결의

어떤 측면들은 동일사건법리 정칙에 의해 규율될 수도 있지만, 판결의 다

른 측면들은 그 쟁점에 관해서 상급법원이나 앞선 소송단계의 동일법원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209)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

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부분적으로는 대립당사자주의 제도

(adversary system)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 제도에서는 쟁점을 제기할 일

차적 책임이 법원이 아닌 소송당사자에게 지워진다. 이러한 요건이 갖는

한 가지 함의는, 실질적으로 “꼭 일치하는” 사안일지라도 만약 선행 사건

에서 실제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쟁점들이 후속 사건에서 제기된

다면 두 사건이 같은 취급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선례구속주의 적용에 대한 제한

(가) 선례구속주의는 사건이송명령(certiorari) 발부를 거부하는 판결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이루어진 쟁점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207) Webster v. Fall, 266 U.S. 507, 511 (1925) (기록 속에 어른거리기만 하는 쟁점은 판단이 이루어

져서 선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됨); 또한 United States v. L.A. Tucker Truck Lines, 

Inc., 344 U.S. 33, 38 (1952) (“당법원은 자신의 사법권한 또는 관할권에 관해서도 마샬 대법원장의 

본을 따라왔는데, 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암묵리에(sub silentio) 넘어간 사

건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United States v. More, 7 U.S. (3 Cranch) 159, 172, 

2 L.Ed. 397 (1805) (Marshall, C.J.의 진술)(“그 사건에서는 관할권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

지 않았다. 그것은 암묵리에 넘어갔으며, 따라서 법원은 그 사건 판결에 의해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다.”).

  Stanley v. Jones, 239 F.3d 769, 776 (6th Cir. 2001) (연방항소법원과 대법원이 선행사건들에서 어

떤 쟁점에 대한 특정한 해결책을 (판단하지는 않고) 가정하였다(assumed) 할지라도, 그 쟁점이 정식

으로 제기되기는 처음이라면 항소법원은 그 쟁점을 다룰 수 있음); See Estate of Magnin v. 

Commissioner, 184 F.3d 1074, 1077 (9th Cir. 1999) (항소법원 재판부의 의견이 논의 없이 특정한 

논점을 가정한 경우에는 그 의견은 해당 논점에 관하여 후속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음).

208) See Taylor v. F.D.I.C., 132 F.3d 753, 761 (D.C. Cir. 1997) (“해당 판결은 동일사건법리(law of 

the case)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필연적 함의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진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배제적 효

과를 갖는다(preclusive)”).

209) See Bowling v. Pfizer, Inc., 132 F.3d 1147, 1150 (6th Cir. 1998) (환송된 사건에서 쟁점의 일

부 측면들은 동일사건법리 정칙에 의해 통제되지만 다른 측면들은 지방법원 판사가 지니는 판단권 범

위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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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송명령(certiorari) 발부를 거부하는 판결은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다. 사건이송명령 발부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 자체의 당부당(merits)을 다

룬 것이 아니며 사건이송명령의 발부나 거부에 관한 선판례를 구성하지도

않는다.210) 이 원칙은 항소법원들 간에 입장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기

초를 두고 사건을 선별하는 실무관행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거부 결정의

근저에는 다양한 고려들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사건이송명령 발부를

거부하는 데 수반되는 의견은 본안 판결(decisions on the merits)과 같은

효과를 지닐 수 없다.211)

(나) 선례구속주의는 동조의견이나 반대의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수의견으로 공표된 판결(a plurality decision)의 선판례적 가치는 제한

적일 수도 있다. 동조의견(concurring opinion)은 선례구속의 목적을 위한

선판례가 아닌데, 다만 실무에서 법원들은 동조의견을 권위있는 전거라고

보고 따라왔다. 선례구속은 반대의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12) 만약 법원이

어떤 반대의견에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면, 그 반대의견이 엄밀하게는 구속

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법원은 해당 의견의 추론을 따를 수도 있다. 심지어

반대의견이 널리 추종되고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213)

(다) 선례구속주의는 사실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례구속주의는 쟁송사건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14)

사건의 사실은 법적 쟁점이 각 판결의 사실들로부터 발생하는 한에서만 선

례구속에 적용된다. 법적용이 이루어지는 사실들은 사실심 법원에 의해 인

정되고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또는 변론을 통하여 주장되고 판결의 목적

210) See Missouri v. Jenkins, 515 U.S. 70, 115 S.Ct. 2038, 2047 (1995) (사건이송명령 발부를 거

부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하급법원 판결의 타당성은 확인된 바 없음을 지적하였음).

211) See Teague v. Lane, 489 U.S. 288, 296 (1989) (사건이송명령 발부 거부에는 의견 표시의 의미

가 전혀 없음).

212) United States v. Jackson, 240 F.3d 1245, 1249 (10th Cir. 2001), cet. denied, -- U.S. --, 

151 L.Ed. 2d 69 (2001) (연방대법관의 반대의견은 “구속적 선판례를 구성하지 않는다”).

213) 예컨대 Burnet v. Coronado Oil & Gas Co., 285 U.S. 393, 406 (1932) (Brandeis, J., 반대의

견).

214) See Tug Helen B. Moran, Inc. v. Moran Towing and Transp. Co., Inc., 607 F.2d 1029, 1031 

(2d Cir. 1979) (Moore's를 인용하면서, 사실에 관한 판정은 통제적 선판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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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참이라고 받아들여진, 사실들이다.215) 순수한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법과

사실이 복합된 문제(mixed questions of law and fact)에도 선례구속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왔다.216)

(라) 선례구속주의는 쟁점이 선판 법원에 제기된 방식이 올바르지 않

은 경우에도(even when issue was not properly before first court)

적용될 수도 있다

판결을 내린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물적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결여하였던 경우에는 선례구속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종종 행해지기는 하지만, 이론이 어떠하든 실제로 행해지는 규칙은

정반대이다. 일단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나면 이 판결에 의해 물적 관할권

을 쟁점으로 삼는 반복적 쟁송(relitigation)은 금지된다.217) 실제적 문제로

서, 만약 선례구속 효과를 갖는다고 인용되는 판결에 대하여 그 물적 관할

권을 시비하는 부수적 공격(collateral attack)을 허용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런 규칙은 작동불가능하고 극도로 비능률적일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선판례 속에서 관할권의 하자를 뒤져내고자 하는 동기가 쟁송인들에게 유

발될 것이고, 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이 끝없이 반복되다 보면 쟁송

인과 판사들이 선례 사건에서의 물적 관할권을 서로 달리 평가함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소의 실익이 없는

판결(a moot decision)에도 정식의 선례구속 효과가 계속 부여되어야 한

다.218)

(마) 판결의 선례효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역일 수도 있다

215) See United States v. Reveron Martinez, 836 F.2d 684, 691 (1st Cir. 1988) (Moore's를 인용

하면서, 선례구속은 법을 다루는 것이며; 사실은 증거에 의해 판정되어야 함).

216) See Wyatt v. Pennsylvania R.R. Co., 158 F. Supp. 502, 503-504 (D. Del. 1958) (선례구속은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준거가 되는 법의 순수한 원칙을 다루지, 순전히 특정한 사

안에서만 적용되는 문제인 법과 사실이 복합된 문제에 기초를 둔 판결은 다루지 않는다.”).

217) Cf. Durfee v. Duke, 375 U.S. 106, 111 (1963) (“후판법원이 살펴본 결과 해당 문제가 원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충분하고 공정하게 다투어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밝혀진다면, 그 판결은 

심지어 관할권 문제에 관해서도 온전한 신뢰와 추종을 받을 자격이 있다.”); Commodities Export 

Co. v. United States Customs Serv., 957 F.2d 223, 226 (6th Cir. 1992) (연방법원이 물적 관할

권을 결여하였다 할지라도 연방법원의 판결은 구속적임).

218) See Mahoney v. Babbitt, 113 F.3d 219, 222 (D.C. Cir. 1997) (소의 실익이 상실된 판결도 선판

례로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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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례구속 효과를 가지려면, 판결주론이 존재해야 하고, 해당 판결

이 법적 쟁점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판결을 내린 법원의 다수에 의한

판결이어야 하고, 선례구속주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원과 동일한 법원 또

는 그 법원이 복종의 의무를 지고 있는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선례구속이 적용된다. 미국 법원과 같이

위계적인 심급제도 하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어

떤 판결은 그 과정에서 선례효를 상실할 수도 있고219) 추후에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연방항소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 의해 선례로서 인용될 수 있지만, 추후에 그 법원의 전원합의체

에 의해 판례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이 판결에 대한 상소가 연

방대법원에 제기되면,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판례변

경함으로써 원 재판부의 판결을 복권시킬(reinstates) 수도 있다.

만약 특정한 쟁점에 관한 연방항소법원의 의견(opinion)이 공표되고 추후

에 연방대법원이 해당 판결(judgment)을 파기하기는(reverses) 하였으나

이때 제시된 근거가 항소법원의 근거와는 다른 종류의 근거라면, 항소법원

의 해당 의견은 선례효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연방대

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무효라고 선언(vacates)한다면, 그렇게 무효화된

의견과 판결은 어떠한 선례효도 갖지 못한다.220)

(바) 판결은 묵시적으로 판례변경될 수도 있다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행 판결이 판례변경될 때까지는 해당 판결의

구속을 받지만, 선행 판결이 명시적으로(explicitly)가 아니라 묵시적으로

(implicitly) 판례변경되는 상황도 존재한다. 하급법원은 묵시적으로 판례변

경된 판결을 따르도록 구속당하지 않는다.221) 하급법원은 어쩔 수 없는 경

우가 아니라면 선행 판결이 묵시적으로 판례변경되었다고 판시해서는(find)

안 된다.222) 연방대법원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 온 입장에 따르면, 선행

219) See United States v. National Bank of Commerce, 775 F.2d 1050, 1050 (8th Cir. 1985) (실

익이 없어진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함); Martinez v. Winner, 800 F.2d 230, 231 (10th Cir. 1986) 

(소의 실익이 없음을 근거로 삼아 판결을 무효화함).

220) Central Pines Land Co. v. United States, 274 F3d 881, 893-894 & n.57 (5th Cir. 2001) 

([무효화(vacatur)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근거 위에서 파기된(reversal) 경우에는, 항소법원 재판부의 

의견은 파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쟁점에 관하여 후속 재판부를 구속함).

221) See Levine v. Heffernan, 864 F.2d 457, 461 (7th Cir. 1988) (하급법원은 선판례가 판례변경되

었다는 추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꺼림); Olson v. Paine, Webber, Jackson & Curtis, Inc., 806 

F.2d 731, 741 (7th Cir. 1986) (재량이 최선의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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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충돌하는 후속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선행 판결에 대한 언급과

논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 판결은 후속 판결에 의해 유효

하게(effectively) 판례변경되었다고 본다.223)

6) 선례구속주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224)

(가) 법원은 자신의 과거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법원은 대개 선례구속주의를 지킨다.

법원은 자신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례구속주의를

지키고 후행 판결에서 선판례를 따른다. 선례구속주의는 상급법원에 복종

할 의무가 있는 다른 법원들을 구속한다. 선례구속주의는 법원칙들이 공평

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성있게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사법판결에 대한 신

뢰를 증진하며, 사법과정의 忠實性(충직성, 무결성)(integrity)에 기여한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철칙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책적 원

칙(a principle of policy)이지, 가장 최근에 내려진 판결을 고수하라는 기계

적인 공식은 아니다.”225) 따라서 미국 법원들은 자신의 과거 판결을 변경

할 권한이 있으나, 변경에서 오는 이득을 안정성에 관한 이익에 비추어 형

량해야만 한다. 선판례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아래 요소들

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판례가 실제적 의미에서 작동불가능하거나(unworkable) 폐단을

낳는다고(inconvenient) 판명되었는지 여부.226)

2. 해당 판례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변경한다면 특별한 곤란

(special hardship)이 야기될지 여부.227)

222) Cf. Levine v. Heffernan, 864 F.2d 457, 461 (7th Cir. 1988) (하급법원은 묵시적 판례변경이 있

었다고 추단하기를 꺼려야 함).

223) See Asher v. Texas, 128 U.S. 129, 132 (1888) (선행판결이 후속판결에 의해 판례변경됨).

224) Lawrence B. Solum, “Stare Decisis, Law of the Case, and Judicial Estoppel”, in 18 Moore's 

Federal Practice, § 134 (Matthew Bender & Co., 3rd ed., 1997).

225)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828, 111 S.Ct. 2587, 115 L.Ed. 2d 720 (1991) (인용판

례는 Helvering v. Hallock, 309 U.S. 106, 119, 60 S.Ct. 444, 84 L.Ed. 2d 604 (1940)).

226) Swift & Co. Inc. v. Wickham (1965) (작동불가능하다면 절차적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 Critical 

Mass Energy Project v. NRC (1992) (어떤 판결들의 상황은 제정법 관련 선판례를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227)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1992) (규칙이 판례변경의 결과에 특별한 

곤란을 야기할지 여부를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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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판결이 낙후되고 정의관념 또는 사회복지와 모순된다고 보이는

지 여부.228)

4. 그 사이에 판결이나 제정법을 통하여 법의 발전이 이루어진 탓에 과

거 판결의 토대가 약화되었거나 과거 판결에 맞서는 법리나 정책들과의 조

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229)

5. 대법원을 비롯하여 하급법원이 복종해야 하는 상급법원에서 해당 법

에 관하여 판례변경이나 심각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230)

나) 법원은 헌법 사안에 관해서는 유연하다.

연방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선례구속주의는 헌법재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고수되지 않는데,231) 왜냐하면 헌법사건에서는 “입법행위를 통한

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전에 나오는 “적정절차”,

“평등보호”,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등과 같은 용어들은 현대적인 어

구로 정의된 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헌법법리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며,232) 그 과정에서 판례변경이 자주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연방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헌법문제에 선례구속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233) 또한 하급법원들은 선례구속주의에 의해 연방대법원

의 판결을 따르도록 엄격하게 구속되며,234) 그러므로 일단 연방대법원이

헌법사안을 판결하고 나면 연방대법원 스스로 그것을 재고하기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사안은 미국 전역에 걸쳐 해결된 상태로 유지된다.

다) 법원은 제정법 사안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다.

228) Patterson v. McLean Credit Uinon (1989) (선판례가 낙후되었거나 부정의한 때에는 변경이 더 

용이함).

229) Patterson v. McLean Credit Uinon (1989) (모순되는 판단들은 판결을 약화시킴). 

230) United States v. Aman (1994) (법원은 규칙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인지 따져야 함).

231)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827, 111 S.Ct. 2597, 115 L.Ed. 2d 720 (1991) (인용판

례는 Burnet v. Coronado Oil & Gas Co., 285 U.S. 393, 406, 52 S.Ct. 443, 76 L. Ed. 815 

(1932) (Brandeis, J., 반대의견)).

232) Agostini v. Felton, 521 U.S. 203, 235, 117 S.Ct. 1997, 138 L. Ed. 2d 391 (1997) (선례구속

주의는 “헌법을 해석할 때 가장 약화되는데, 이는 당법원이 해석을 하고 나면 이것은 오직 헌법을 개

정하거나 당법원이 자신의 과거판결을 변경함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33) United States v. Dixon (선례구속주의는 헌법에서 우선적인 노선이지만, 추론이 불량하거나 작동

불가능한 선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Arizona v. Rumsey (“선판례의 고수가 헌법사건에서 엄격하게 

요구되지는 않지만, 선례구속주의로부터의 일탈에는 특별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Joy v. 

Penn-Harris-Madison Sch. Corp.

234) Agostini v. Felton (1997) (대법원이 자신의 판결을 변경할 특권을 하급법원이 침해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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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안을 해석하는 판결과는 달리, 제정법 해석에 관한 사건에서는 선

례구속주의가 더 엄격하게 지켜진다.235) 법원이 제정법 해석 사건에서 선

례구속주의를 거부하려면 반드시 특별한 정당화(special justification)가 있

어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특별한 정당화근거에 포함되는 것

은:236)

1. 이후의 사법적 조치 또는 의회의 조치에 의해 그 사이에 법의 발전이

이루어진 탓에 과거 판결의 개념적 토대가 제거 또는 약화되었다;

2. 작동불가능한 판결에 의해 야기되는 본래적인 혼란 탓에, 또는 해당

판결이 여타 법률에 담긴 중요한 목적들의 실현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탓에, 해당 판례가 법의 정합성과 일관성에 분명한 손상을 입힌다;

3. 선판례가 낙후되었고 정의관념 또는 사회복지와 모순된다.

그러나 제정법에 담긴 구상 자체가 법원이 제정법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통법 전통에 의존(draw on common-law tradition)하리라는 의회의

기대(a Congressional expectation)를 수반할 때에는, 연방대법원은 더 적극

적인 태도를 취하여 자신의 과거 판결을 주저 없이 변경한다. 예컨대 반독

점법 영역에서 대법원은 자신이 셔먼법(Sherman Act)을237) 해석하며 내렸

던 판결들의 이론적 토대가 심각한 의문에 부쳐지게 되면 그 판결들을 재

고할 것이다. 이 영역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셔먼법의 광범위한 명령에 대

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통법 전통에 의존한다는 의회의 기대에 부

응하여, 변화된 상황과 축적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인식하고 거기에 적

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셔먼법에서 사용되는 “거래 제한”(restraint

of trade)이라는 용어가 “호소하는 것은 보통법 자체이며, 보통법이 1890년

에 그 용어에 부여했던 고정적인 내용이 아니다.”238)

(나) 법원은 판결에 장래효 또는 소급효를 부여함으로써 선례구속주

의를 제한할 수 있다.

235) Hubbard v. United States, 514 U.S. 695, 711, 115 S.Ct. 1754, 131 L. Ed. 2d 779 (1995) 

(“선판례에 대한 존중은 제정법 해석에서 가장 강력한데, 이 경우에는 의회가 그 입법에 대한 당법원

의 해석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판례는 Illinois Brick Co. v. Illinois, 431 U.S. 

720, 736, 97 S.Ct. 2061, 52 L. Ed. 2d 707 (1977)).

236) Patterson v. McLean Credit Union, 491 U.S. 164, 174, 109 S.Ct. 2363, 105 L.Ed. 2d 132 

(1989) (선판례를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요구된다).

237) 15 U.S.C. § 1 et seq.

238) State Oil Co. v. K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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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속력있는 선판례로서의 효력이 부여되는 사법판결은 선판

례가 내려졌던 시점에 계류중이던 사건까지 포함하여 장래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선판례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소급효를 지닌다. 일정한 상황에서

는 당사자들의 권리가 과거에 수립되었던 법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만약

이후의 사법판결이 소급적으로 적용된다면 이 당사자들은 정당하게 의존해

왔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어떤 판결들은 순수하게 장래적인 판례변경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새로

운 규칙을 제정하는 판결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도, 해당 판결 이전에 발

생한 행위 또는 사건에 적용될 수도 있을 규칙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

에게도, 그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239) 순수 장래효를 갖는 판

례변경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입법부에

필적하는 자유를 가지고 행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선판례의 힘을 완

화시키는 경향이 있다.240)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것이 선언되는 사건에 적용하

되, 해당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실들에 기초를 둔 여타 모든

사건들에는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규칙은 연방대법원이

Griffith v. Kentucky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형사사건에서 적용되었다.241)

민사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이러한 “수정된 규칙”(modified rule)의 적용을

거부해 왔다:242)

“소송당사자들의 장래효 주장이 지닌 개별적 형평성, 즉 그들이 과거의

규칙에 실제로 의존하였는지 여부, 새로운 규칙의 소급적 적용으로 그들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적용법을 달리하기 위해서 소송당사자들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실체법이 그러한 기초 위에서 이리저리 바뀌고 별안

간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정과 평등을 지향하는 체계라면 필수적으

로 갖는 요소로서 단적으로 선판례의 본성에 속한다.”

선례구속주의는 판례법에 대하여 보수적인 영향을 끼친다. 통상적인 규

칙은 새로운 내용의 판결이 계쟁사건에 관한 소급효를 부여받도록 요구함

239) James B. Beam Distilling Co. v. Georgia (연방대법원이 순수 장래효를 갖는 판결을 내린 적은 

드물다).

240) James B. Beam Distilling Co. v. Georgia. (“이런 형평법적 방법에는 그 나름의 결점이 있다: 그

것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입법부에 필적하는 자유를 가지

고 행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선판례의 힘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인용판례는 United 

States v. Johnson (1982))

241) Griffith v. Kentucky (1987) (모든 판결에 완전 소급효를 적용).

242) James B. Beam Distilling Co. v. Georgia (1991) (규칙의 적용가능성이 turned on and off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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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법원이 계쟁사건 당사자들의 정착된 기대를 뒤집을 수도 있는 방

식으로 과거판례를 변경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장려한다. 한편 장래효를

갖는 판례변경은 법원에게 자신의 판결로 인하여 그런 정착된 기대가 뒤집

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고서 새로운 규칙을 창조할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법의 개혁을 고무한다.

제3절. 선례구속주의와 보통법 이론

1. 고전 보통법 이론

앞서 ‘로마법의 유산’ 절에서 보았듯이, 중세와 근대 초기에 영국을 포함

하는 유럽 전역의 모든 지적 활동은 고전고대적 사상의 틀 안에서 이루어

졌다.243) ‘철학자들의 철학자’로 숭상받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적 지식

및 추론과 실천적 지식 및 추론을 구별한다. 과학적 지식은 제일원칙으로

부터의 논리적 필연성에 의한 삼단논법적 연역(demonstration)을 통하여

획득된다.244) 과학적 추론의 출발점이 되는 제일원칙은 참이고, 보편적이

고, 확실하며, 일차적이지만, 그 진리성과 제일원칙으로서의 지위는 입증가

능한 것이 아니다.245) 왜냐하면 원칙들이 삼단논법적 추론에 의해 증명되

려면 그 배후에서 다른 더 근본적인 원칙들이 그 추론을 위한 전제 역할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일원칙은 경험으로부터의 귀납에 의해 파악되

며, 지적 직관에 의해 진리성이 알려진다.246) 제일원칙의 존재도 그 진리성

도 추론이나 증명에 의해 입증될 수 없다. 제일원칙은 자명한(self-evident)

것이다. “제일원칙에 관해서는 그 이상으로 왜냐고 묻는 일이 부적절하다.

모든 제일원칙은 그 자체로서 믿음을 요구한다.”247)

증명을 통하여 획득되는 지식은 비록 참이고 확실할지라도 인간의 법에

관한 물음에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하지 않다. 인간사는 개별자들의 너무도

많은 복합적인 결합과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에 이르

는 엄밀한 추론을 허용치 않는다.248) 이론적 학문에서는 “입증에 의한” 추

243) J.W. Tubbs, The Common Law Mind: Medieval and Early Modern Conception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0), 171-172.

244)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bk.6, ch.6; Posterior Analytics, bk.1, ch.2, in Works.

245)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bk.1, ch.3.

246)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bk.1, ch.2; bk.2, ch.19.

247)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bk.6, ch.8; Topics, bk.1,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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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참되고 보편적이고 불변적이고 확실한 전제들로부터 출발하지만, 실

천적 학문에서는 추론이 단지 개연적일 뿐인 전제들로부터 출발한다. 그

전제들이 개연적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 또는 다수 또는 철학자들에 의

해, 즉 모두에 의해, 또는 다수에 의해, 또는 그들 중 가장 두드러지고 고

명한 사람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249)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틀은 영국의 법사상에서도 로마법학의 영향이

가미된 채 유지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법사상은 독특한 법체계만큼이나 독

특한 특성 또한 발전시켰다.

영국적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법관념은 오늘날까지도 ‘보통

법’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영국적 보통법 전통은 17세기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보통법 특유의 법이론이 발전된 것은 16세기말-17세기초의 일

이다. 이 이론을 일컬어 흔히 ‘고전적 보통법 이론’(classical common law

theory)이라고 한다.

‘고전적 보통법 이론’이라는 용어는 쿠크와 함께 독특한 모습을 띠기 시

작한, 법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가리킨다. 이것은 보통법 실천에 대한 현대

적 견해 및 영국법에 대한 그 이전의 관념과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의 관

념(포테스큐, 세인트 저맨)은 자연법 전통으로부터 더 직접적이고 뚜렷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고전 보통법 이론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로 법은 역사와

이성의 두 가지 기초에 의존한다고 본 것, 둘째로, 법에서의 이성은 자연적

이성(natural reason)이 아니라 인위적 이성(artificial reason) 또는 전통적

이성(traditional reason)이라고 본 것이다.

영국(England) 근대 초기에 절대주의 이데올로기가 유입되면서, 법이 주

권자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통제와 지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관념이 나

타났다. 고전적 보통법 이론이 탄생한 것은 이때였다. 보통법 이론은 정

의․이익․공동선의 요구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여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앙집중적 권력의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출현하였다. 정

치적 절대주의와 이성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맞서 보통법 이론은 법이

국왕․의회․판사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 실체의 표현으로서

발견․선언될 뿐이라고 하는 중세적 관념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입

법자와 판사들은 “법의 창조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법이 표현되는 대

248)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bk.6, ch.3; bk.6, ch.8.

249) Aristotle, Topics, bk.1,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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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였다. 그러나 보통법 이론은 이러한 중세적 독트린에다가 독특한 역

사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제정법과 판례들에 표현된 심층적 실체는 이성적

보편원칙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국민적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1) 쿠크의 보통법 이론

국왕과 의회와의 각자의 영역을 둘러싼 분쟁은 곧 스튜어트 왕조를 연

제임즈 1세와 귀족 및 법원과의 복잡한 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에서

에드워드 쿠크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영국의 법 발전의

대립구도가 그 뚜렷한 표현을 발견하게 된다. 이 투쟁에서 베이컨은 국왕

의 입장을 강력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의 논의에 의하여 기

본적인 정치적․법적 분쟁이 철학적으로 예리해지고 심화되었다. 신적 권

리에 의한 절대적 통치자의 합리성을 증명하려는 제임즈 1세의 시도―토마

스 스미스와 리차드 후커에 의해 표현되었던 엘리자베스 치세의 교묘한 타

협을 폐기하려는 시도―는, 영국의 전통을 파악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

기 주장의 기초를 구체적인 법에 두고 있었던 에드워드 쿠크의 법적 견해

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국왕이 실패한 이유의 일부는 영국 법조단

체(legal guild)의 매우 실제적인 힘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들은 쿠크를 뒷

받침하고 있었고 후에는 자신들의 견해를 의회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였

다. 영국의 특유한 투쟁은 의회가 국왕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제도

로서만 상정될 수 있다는 사실의 결과였다. 쿠크 자신은 이에 대해서 명백

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그는 토마스 스미스가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법으

로 그것을 주장하였다. 의회를 최고법원(the highest court)으로 취급하고

있는 <영국법 제요> 제4권 제1장에서 쿠크는 “이 법원은 국왕(King's

majesty)과 왕국의 3개 신분, 즉 성직귀족(Lords Spiritual) … 세속귀족

(Lords Temporal) … 그리고 제3의 신분으로서의 평민(the Commons of

the Realm)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로써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쿠크가

의회의 사법적 기능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입법적 기능과 함

께 그 사법적 기능을 얼마나 법창조(lawmaking) 또는 법정립으로 간주하

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법창조를 단

순히 입법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쿠크의 견해를 공정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쿠크는 “법창조(making of laws)와 법안에

의한 소송(proceeding by bill)을 위한 의회의 권한과 관할은 그 소송이유

나 사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로도 한계지울 수 없으므로 매우 초월적이고

절대적(transcendent and absolute)”이라고 믿었다.250) 여기에서 만약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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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측면을 도외시한다면, 어떻게 영국에서 국가 내의 결정적 권한으로

서의 입법권이 하나의 기관에 위임되지 않고 전체로서의 인민을 함께 대표

한다고 이해되는 몇 개의 기관에 아주 의식적으로 나뉘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

모든 법의 원천으로서의 의회의 힘마저도 쿠크의 견해에 의하면, 매우

결정적인 제한, 즉 보통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본햄 사건(1610)에서 쿠

크는 이러한 입장을 특별히 예리하게 공식화했다. 그리고 보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유효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의 성문헌법하에

서 나중에 현실화되었던 것과 같은 입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명백한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 이면에서 우리는 자연법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철학적 입장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17세기 유럽 대륙에서 발

전되었던 자연법은 매우 다른 것이었으며 사실상 제임즈 1세와 베이컨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쿠크가 어전법원장으로 있었던 1616

년에 제임즈 1세와 쿠크 사이에 벌어진 유명한 논쟁에서 이 자연법의 역할

에 관한 문제가 쟁점의 핵심이었다. 쿠크는 언젠가 국왕에게 보통법이 국

왕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국왕은 “그것은 불충한 언사이다. 국

왕이 법을 보호하는 것이지 법이 국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국왕은 판

사와 주교를 만든다”라고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국왕은 너무나 화가 나

서 쿠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법원장은 국왕 앞에 “엎드려” 그의 용

서를 빌었다. 그것이 1608년의 일이었다.251) 1616년에 쿠크는 똑같은 주장

을 다시 하였다. 그 주장은 세속법원과 교회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였

는데, 제임즈는 쿠크에게 “비록 짐이 영국의 보통법을 연구한 적이 없다고

해도 짐은 국왕이 알아야 할 사항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대해

서도 무지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왕의 이러한 견해 속에서 우리는 자연적

인 또는 상식적인 인간의 이성은 법을 해석하는 데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

을 발견할 수 있다. 쿠크는 이 견해를 이미 거부하고 있었다. 1608년의 고

등종무법원(High Commission)과의 투쟁에서 그는 “신민의 생명․상속 또

는 재산을 둘러싼 사건들은 자연적 이성(natural reason)에 의해서 결정되

어서는 안되고, 오랜 연구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법의 인위적인 이성과 판

단(artificial Reason and Judgment of Law)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252) 영국 정부의 성격에 대하여 논하고 법에 있어서의 모든 급

격한 변화에 대하여 경고했던 <제요> 제4권의 서론에서 쿠크는 그러한 변

250) Institutes, Part IV, ch. i, p. 36.

251) Bowen, The Lion and the Throne (1956-57), pp. 302 ff.

252) Reports, XII,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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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앞선 시대를 통해

서 가장 현명한 자들에 의해 세련되고 완성되어 왔으며, 계속적인 경험에

의해서 증명되고 승인되어 온 것은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253) 법의 인위적 이성에 대한 이러한 이론은 쿠크

의 말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법관으로부터 기대할 것과 같은,

전통에 확고하게 뿌리박은, 법에 대한 경험적인 접근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왕과 의회의 투쟁이 다가옴을 예감한 쿠크는 양자 모두의 오만함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수단을 찾아 과거의 법사를 돌아보았다.

원칙을 역사에서 발견하려는 태도는 17세기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놀랍도

록 유지된 영국법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비추어 보면 정당화된다. 쿠크의

태도는 “새로운 곡식은 오래된 들판에서 나온다”(out of the old fields

must come the new corne)는 문장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정신으로 자기 직업의 오랜 유산, 즉 짧고 두꺼운 전지에 고딕체로 씌어진

판례연보(Year Books)를 뒤졌고 그 낡은 전문어 투성이의 가까이하기 어

려운 고서 더미로부터 정치 이론을 수확하였으며, 이것은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머나먼 나라들에 양식이 되었다.”254)

쿠크가 발견한 해결책은 국왕과 의회를 가리지 않고 제약하는 근본법

(fundamental law)이라는 관념이었다. 이 근본법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이성’의 법에 대한 주장이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통법 법률가의 ‘이성’은 그 자신이 상서청의 형평법에

대해 비난한 것만큼이나 불확실한 상태이다. 게다가 쿠크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중세의 선례를 제시함으로써 후세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 “현

대적 학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에 대해 쿠크는, 자신의 역사관은

우리의 것과 다르며, 그의 지식과 지적 정직성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자신의 시대의 기준에 의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항변은 정당하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도 그에게 오류가 전혀 없다

고 할 수는 없음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의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믿어진다. 분명히 그의 독트린은 대부분 중세의

선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선례들이 그의 독트린을 어느 정도로 정당

화해 주는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교의를 뒷받

침하는 판례연보에 대해 그와는 다른 평가에 도달한다고 해서 반드시 쿠크

를 가혹하게 비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신의 말대로 오래된 들판에

253) 법의 인위적 이성에 관한 더 깊은 논의는 Roscoe Pound,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 (1922), Carl Friedrich,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cy (3rd

ed. 1950), ch. 6, 특히 pp. 103-5.

254) Plucknett, Bonham's Case and Judicial Review, Harvard Law Review, x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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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곡식이 나오니 말이다.”255)

이러한 독트린은 에드워드 쿠크의 닥터 본햄 판결(1610)에서 처음 선언

되었고, 이후 1세기 가까이 보통법이 근본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상은

몇몇 사람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비쳤다. 국왕은 새로운 이론에 경악하였고

자신의 독트린을 해명하고 그의 판례기록을 “정정”하라는 명령이 쿠크에게

내려졌다.

“포테스큐나 리틀튼과 그외 모든 사람들은 법이란 세 가지 부분, 즉 첫

째로 보통법, 둘째로 제정법, 셋째로 보통법을 폐하는 관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법은 제정법과 관

습법을 다같이 교정하고 그 許否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제정법이 보통법에

반하거나 혹은 관습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보통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이다.”256)

쿠크는 법을 인위적인 이성의 완성으로 보았다. 이것은 그의 보통법 사

상을 자연법 이론과도 다르고 법실증주의와도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는 핵

심적인 사상이다.

이성은 법의 생명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법 그 자체가 이성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성은 모든 인간의 자연적 이성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관찰과 경

험으로 얻어지는 이성의 인위적인 완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숙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nemo nascitur artifex) 때문이다. 이러

한 법적 이성은 최고의 이성이다(est summa ratio). 따라서 수많은 사람의

머리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성을 한 사람에게 모은다고 해도 그는 잉글

랜드의 법과 같은 법은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영국법은 수많은 세대

에 걸쳐 무한한 수의 비범하고 박식한 사람들에 의해 精鍊되고 再精鍊

(fined and refined)되어 왔으며, 오랜 경험에 의해 이 왕국의 통치 속에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Neminem oportet esse

sapientiorem legibus: 아무도 (자신의 개인적 이성으로는) 이성의 완성이라

고 하는 법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다는 옛말은 이로써 진리임이 입증된

다.257)

255) Plucknett, Bonham's Case and Judicial Review, Harvard Law Review, xl. 30.

256) Rowles v. Mason, 2 Brownl. 198 (1612).

257) I Inst. 9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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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은 자연법을 올바른 이성의 규칙으로 내세우는 로마법적 독트린

을 통해 (판례법으로서의) 근본법 사상을 대체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완

전히 실패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륙에서는 자연법

독트린이 절대군주정을 여는 매우 성공적인 도구였기 때문이다. 베이컨은

자연법을 보통법과 제정법 양자의 위에 두고자 하였다. ‘자연법’(law of

nature)은 그에게 올바른 자연적 이성이었다. 이러한 반대에 대해 쿠크는

‘법의 인위적 이성’(artificial reason of law)이라는 독트린을 전개하였다.

이 관념은 사법과정(judicial process)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중요성(decisive

significance)을 지녀 왔다.258)

‘인위적 이성’이라는 독트린은 국왕이 법보다 우위에 있는지 여부를 둘

러싼 논의에서 나왔다. 쿠크는 고등종무법원의 관할권을 제한하려고 하였

다. 1608년 11월 13일에 쿠크는 제임즈 1세 앞에서 성직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쿠크가 성직자들의 로마법적인 법해석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자 국왕은 자신이 최고의 판사라고 하면서 모든 법원은

자신의 밑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쿠크는 “보통법이 국왕을 보호

한다”고 하였다. 국왕은 대노하여 “그것은 반역적 언사”라고 하면서 “국왕

이 법을 보호하는 것이지 법이 국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와 주교

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국왕이다.”259) 그러나 문제는 머지 않아 다시 노정

되었다.

1616년에 국왕이 자신의 대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소송절차를 정지시

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다. 당시 어전법원장이던

쿠크의 주도하에 판사들은 그것이 법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제임즈 1세는 자신은 영국 보통법을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국왕이 알아야

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무지하지 않다고 하였다. 나라의 법에 대한 지

식과 무관한 ‘자연적 이성’이 제정법 해석에 사용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

각에 대해 쿠크는 명백한 거부를 표시하였다. 이성의 완성. 이성은 법 외부

로부터 오는 기준이 아니라 법 자체의 본질적 요소로서, 법을 연구하는 과

정에서 획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유효성을 지니고 있다. 입법에 표현되어 있는 일반적 규

칙은 그것이 일상생활에 적용가능한 구체적 진술로 변형될 때에만 살아있

는 법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260)

258) Carl J. Friedrich,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cy―Theory and Practice in

Europe and America, rev. edn. (Ginn and Company, 1950(1937)), p. 104.

259) 국왕의 주장을 보려면 The Works of Francis Bacon, vol. II, pp. 493-494, 그리고 Co.

Litt. §97b.

260) Carl J. Friedrich,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cy―Theory and Practice in

Europe and America, rev. edn. (Ginn and Company, 1950(1937)),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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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일의 보통법 이론

홉즈는 오스틴의 정신적 아버지인데, 19세기 후반에 오스틴에 대해 메인

과 역사법학파의 비판이 가해졌던 것처럼, 홉즈에 대해서도 일군의 법률가

들과 역사학자들의 비판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헤일의 논문

이다.261)

헤일의 <고찰>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법 일반의 제일

요점과 이성법”(In Caput Primum of Laws in General and the Laws of

reasin)이고 둘째는 “주권에 대하여”(Of Soveraigne Power)이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은 똑같을지라도 각자의 능력이 적용되는 분야가 상

이하며, 이성을 상이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행사함(Use and Exercise)으로

써 각자가 정통한 분야가 따로 개발된다. 물리학에 정통한 사람의 이성이

정치학에도 적합하기는 힘든 것이다. 모든 분야 가운데에서 개별 사안

(particulars)을 통해 사회를 규율하고 시비를 가리는 법만큼 이성이 확고함

(Steddiness)에 도달하기 힘든 분야는 없다. 개별 사안에 이르면 법이 수학

과 같은 확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윤리학, 특히 공동체를 위한 법과 관련

해서, 정의와 적합성에 관한 공통적 개념이 모든 사람의 이성에 공통적이

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공통적 개념을 개별 사안과 경우들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데 이르면 아무리 위대한 이성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통의

동의와 합의를 발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공부와 학식을 통

해 향상된 그 이성도 개별 사안에 이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위대한 이성을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의 법과 공영국을 고안한다고 해도 엄

청난 견해차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 대부분의 나라와 왕국에서 법

집행과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엄청난 의견차를 보게 될 것이다.”262)

따라서 추상적 이론에 밝은 사람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인간사와 교류

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갖춘 사람”(men of observation and Experience in

Human affairs and Conversation between man and man)이 훨씬 훌륭한

261) “Reflections by the Lrd. Chief Justice Hale on Mr. Hobbes his Dialogue of the Lawe,”

in W.S. Holdsworth, A H istory of English Law V, 3rd edn. (London, 1945/1924), Appendix

III, “Sir Matthew Hale’s Criticisms on Hobbe’s Dialogue of the Common Laws,” pp.

499-513. 홉즈의 <대화>는 1650년에 씌어졌지만 그것이 출판된 것은 1682년이다. 헤일은

1675년에 사망하였으나 그 전에 그는 홉즈의 <대화> 필사본을 보고서 이에 대한 논문을 작

성하였다. 이 논문은 수고본으로 존재하다가 1921년에 처음으로 출판이 되었다.

262) W. Holdsworth, A H istory of English Law, vol. 5, 3rd edn. (London: Methuen & Co

Ltd. and Sweet & Maxwell Ltd., 1945/ 1924), pp. 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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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될 수 있다. “개별 사안에서 옳고 그름에 관한 사람들의 판단 및

의견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피하고 예측가능한 삶을 영위하

기 위해서 최대한 확실하고 자세한 법과 규칙에 따른 공통의 사법이 필요

하다. “확실하고 확정적인 법”(certaine and determinate Law)이 개별 사안

에서 약간의 해악(mischiefes)을 낳을 수는 있지만, “이성의 법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는 바 자의적이고 불확실한 규칙”(Arbitrary and uncertaine rule

wch Men miscall ye Law of reason)보다는 낫다. 질병의 성질이 다양해

서, 이 병에는 듣던 치료법이 저 병에서는 죽음을 부를 수도 있다. 인간사

도 이러한 질병과 같다.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는 의도하지

못했던 우연적․결과적․부차적인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전망이 요구되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법이 초래할 편의(convenience)와 폐단(inconvenience)

을 교량할 줄 아는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법과 통치에서는 당사자의 이성으로는 당장 또는 직접적이고 명

백하게 그 합리성(reasonableness)을 알지 못할지라도, 간접적으로 후일 결

과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 오랜 경험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의 회의체가 얼른 예견할 수 있는 것보다도 법률의 편

의와 폐단에 관한 더 많은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현명하고 유식

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률의 수정과 보완은, 이러

한 오랜 연속적인 경험의 도움 없이 가장 뛰어난 현자가 창안해낸 최상의

것보다도 법률의 편의에 더 잘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합

리적이며, 법과 보완의 개별적인 이성은 아마도 가장 민감한 지혜와 이성

의 소유자에게도 명백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법의 이성을 당장

통찰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법은 길고 반복적인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경험은 흔히 바보의 지배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가진 가장 현명한 수단이며, 또 어떤 현자도 단번에 예견하거나 쉽

게 교정할 수 없는 결함들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 제도의 이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

는 제도화된 법이라는 것으로 충분하며, 제도의 개별적인 이성이 분명하지

는 않더라도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것[잉글랜드 법]은 사람

들의 의지와 동의에 의해 도입된 제도들인데, 묵시적으로는 관습과 관용

(Custome and usage), 명시적으로는 의회 제정법에 의한 것이다.”263)

263) “Reflections by the Lrd. Chief Justice Hale on Mr. Hobbes his Dialogue of the Lawe,” in

W.S.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V, 3rd edn. (London, 1945/1924), Appendix III,

“Sir Matthew Hale’s Criticisms on Hobbe’s Dialogue of the Common Laws,” pp. 504-5. 홀즈워

스는 헤일의 주장이 버크와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다. W.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vol. 5, 3rd edn. (London: Methuen & Co Ltd. and Sweet & Maxwell Ltd., 1945/ 1924), p.

504, 주 1. 헤일과 버크의 유사성에 대한 홀즈워스의 지적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찬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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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보통법 법률가로 태어나지 않으며, 이성적 능력의 적나라한 행

사(the bare Exerciss of the Faculty of Reason)로는 충분한 법지식을 얻

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져 온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완전한 법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읽고 공부하고 관찰함으로써 그 이성적 능력을 끊임

없이 길들이고 수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부 속에서 자신을 오랫동

안 부지런히 수련시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자기 판결에 오류가 없다든

지 잉글랜드법에 관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

지만, 이성적 능력의 적나라한 행사 말고는 밑천이 없을 때나, 제정법 제목

들 또는 법률서적 몇 권의 색인이나 목록들을 통독하는 정도의 수고밖에는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올바른 판결을 위한 준비가 휠씬 더 잘 갖추어질

것이다.”264)

이전 시대와 다른 법원의 판결과 결정과 해석들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박식해지고 이를 통해 법의 조화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은 엄청난 독서와

관찰과 공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데, 이것 없이는 법을 일정한 범위와 한

계[확실성과 균일성] 속에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265)

쿠크는 법을 관습적이고 판사가 만드는 것이며 수 세기에 걸치 끊임없

는 적응의 결과라고 보고, 법의 이성은 어떤 개인의 이성보다도 우월하다

고 주장하였다. 홉즈는 법이 유구한 관습이라는 주장과 판사는 秘儀的 지

식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법은 이성의 명령이며 주권자의 명

령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쿠크를 방어하게 된 헤일이 처한 입장은

1789년의 정치적 이성주의자들을 공격하였던 버크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었

다.266)

포코크는 헤일이 법은 관습이라고 하는 보통법적 역사학의 근본 전제를

다. Friedrich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김균 역, <자유헌정론> I (자유기업센터, 1996), p. 106, 주 20. 이성에 의한 “고안”

과 진화에 의한 “성장”을 대비시키고 후자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것이 하이에크 사상의 요체이다.

특히 그의 3부작 Law, Legislation, and Liberty―A New Statement of the Liberal Principles of
Justice and Political Economy (London, 1982) 가운데 첫째권인 Rules and Order (1973 [양승

두․정순훈 역, <신자유주의와 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의 제1장 “Reason and Evolution”;

그리고 The Constitution of Liberty/ 김균 역, <자유헌정론> I, 제1부 4장 “자유, 이성, 그리고

전통”; 하이에크가 복잡성에 기초하여 보통법을 옹호하는 데 대한 설명은 민경국, <진화냐 창조

냐―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사회철학> (한국경제연구원, 1996), 제3장 3절

“문화적 진화로서의 법의 진화: 커먼 로” 참조.

264) W.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vol. 5, 3rd edn. (London: Methuen & Co Ltd.

and Sweet & Maxwell Ltd., 1945/ 1924), p. 505.

265) W.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vol. 5, 3rd edn. (London: Methuen & Co Ltd.

and Sweet & Maxwell Ltd., 1945/ 1924), p. 506.

266) J.G.A. Pocock, The Ancient Constitution and the Feudal Law―A Study of English
Historical Thought in the Seventeenth Century, reissued with a retro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1957), pp. 1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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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시키고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켰다고 한다.267) 헤일의 견해에서

포코크가 강조하는 것은, 잉글랜드법이 부지불식간에 부단히 변화해 왔지

만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오램이 아니라 과정과 계속성을

강조함으로써 헤일은 쿠크로 하여금 관습을 유구하고 불변적인 것으로 취

급하게 만들었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268)

(3) 블랙스톤의 보통법 이론

잉글랜드의 국내법, 또는 이 왕국의 주민에게 지시된 시민적 행동의 규칙

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lex non scripta, 즉 불문법, 또는 보통법; 그

리고 lex scripta, 성문법, 또는 제정법이다.

lex non scripta 또는 불문법에는 일반적 관습(general customs) 또는 적

확하게 일컫건대 보통법(the common law properly so called)뿐만 아니라;

왕국의 특정 지방들의 특수적 관습(particular customs); 그리고 오직 특정

법원들과 재판관할들 내에서만 관습에 의해 준수되는 특수적 법들

(particular laws)도 포함된다.269)

우리의 선조 법률가들, 특히 포테스큐(Fortescue)는 열정적으로 주장하기

를, 이 관습들은 태고의 브리톤인들만큼 오래되었고, 여러 차례 정부와 주

민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변치 않고 섞이지도 않은 채(unchanged

and unadulterated) 이어져 왔다고 한다. 일부에 관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셀든(Selden)이 그의 공책에서 말하듯이, 이

러한 주장은 많은 부분을 에누리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의미

하는 것은 단지, 진실이라고 보이는 바대로, 하나의 법체계에서 다른 법체

계로의 공식적인 교체는 결코 없었지만, 분명 로마인, 픽트인, 색슨인, 데인

인, 노르만인 등 외래 민족들의 혼합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고유한

관습들을 도입하고 이전에 확립되어 있던 관습들과 통합해 왔고, 그리하여

십중팔구 여러 나라들의 축적된 지혜에 의해 [관습] 전체의 특성과 현명함

267) J.G.A. Pocock, The Ancient Constitution and the Feudal Law―A Study of English
Historical Thought in the Seventeenth Century, reissued with a retro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1957), p. 170.

268) J.G.A. Pocock, The Ancient Constitution and the Feudal Law―A Study of English
Historical Thought in the Seventeenth Century, reissued with a retro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1957), p. 178.

269) William Blackstone, 1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1765), 63. “특수적 법”은 로마

법과 교회법을 가리킨다. (Bl, 1 Comm.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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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해 왔음에 틀림없다. 베이컨(Bacon) 경이 말했듯이, 우리의 법은 우

리의 언어처럼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그만큼 더 풍부해지

듯이 우리의 법도 더 완전해진다.270)

그러나 (...) 집성된 격률들과 관습들은 기억이나 역사가 미칠 수 있는 것보

다 더 먼 유구성을 지닌다: 오래고 길게 확립된 관습의 정확한 시작과 최

초의 근원을 확인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의 법 안에서 관습의 좋음(goodness)은 그것이 기억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또는 우리의 장중한 법적 관용구로 표현하자면, 상반되는 기억이 없는 시

간 동안(used time out of mind, or (...) time whereof the memory of

man runneth not to the contrary) 사용되어 왔다는 데 의존한다. 그것의

무게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을 지니

는 것이 바로 이 왕국의 보통법, 또는 lex non scripta를 구성하는 격률과

관습이다.271)

이 불문법 또는 보통법은 적확하게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1. 일반적

관습(general customs); 이것은 왕국 전체의 보편적인 규칙으로서, 더 엄밀

하고 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보통법을 구성한다. 2. 특수적 관습

(particular customs). 이것은 대부분 특정 지역의 주민에게만 영향을 준다.

3. 일정한 특수적 법(certain particular laws); 이것은 상당히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관할권을 지닌 일부 특정 법원들에서 관습에 의해 채택되고 사용

된다.272)

1. 일반적 관습, 또는 적확하게 일컫건대 보통법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것

은 국왕의 통상적 법원에서의 소송과 판결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바로 그

법이다. ... 이 모든 것[=사법구조 및 여러 법분야의 규칙들]은 성문의 제정

법이나 포고령에 씌어져 있지 않고 단지 까마득한 慣用(immemorial

usage)에 즉 보통법에 의존하여 지탱된다(depend merely upon

immemorial usage, that is, upon common law, for their support).273)

270) Bl, 1 Comm. 64.

271) Bl, 1 Comm. 67.

272) Bl, 1 Comm. 67.

273) Bl, 1 Comm.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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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들은 보통법을 두 개의 주요 근거 또는 토대로 나누어 왔다: 1. 확

립된 관습(established customs); 예컨대 삼형제가 있을 때 장남이 차남의

상속인이 되고 삼남은 배제된다는 것: 2. 확립된 규칙과 격률(established

rules and maxims); 예컨대 “국왕은 非行을 행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자

기자신을 고발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등등. 하지만 나는 이것들이 동일

한 한 가지라고 본다. 이 격률들의 권위는 전적으로 일반적인 수용과 관용

(general reception and usage)에 의존하며; 이런저런 격률을 보통법 규칙

이라고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의 준수가 언제나 관습이었음을 보이

는 것(showing that it hath been always the custom to observe it)이기

때문이다.274)

그런데 여기서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긴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들 관습

또는 격률을 어떻게 알아내며[=식별하며], 그 효력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가? 그 대답은, 여러 法院들의 판사들에 의해서(by the judges in the

several courts of justice)라는 것이다. 판사는 법의 수탁자(the depositary

of the laws)이다; 이들은 살아있는 神託(the living oracle)으로서, 의문에

부쳐지는 모든 사안에서 판정을 해야 하고, 나라의 법에 따라 재판한다(to

decid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and)는 선서(oath)에 의해 구속된다.

나라의 법에 관한 그들의 지식은 경험과 공부에서, 포테스큐가 말한

“viginti annorum lucubrationes”(20년간의 연찬)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몸

소 선배들의 사법판결들(the judicial decisions of their predecessors)에 익

숙해지는 데서 얻어진다. 그리고 실로 이 사법판결들이야말로 보통법의 일

부를 구성하는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제시될 수 있는 으뜸가고 가장 권위

있는 증거(the principal and most authoritative evidence, that can be

given, of the existence of such a custom as shall form a part of the

common law)이다. 판결 자체와 그에 앞선 모든 소송절차 내역(the

judgment itself, and all the proceedings previous thereto)은 기록문서

(records)라는 이름 아래 면밀하게 기록되어 보존되고, 이 목적을 위해 별

도로 설립된 공적 저장소가 있으며; 무엇이든 그 해결에 기왕의 판례들

(former precedents)이 지침이나 도움을 줄(give light or assistance) 수 있

을 긴요한 의문(critical question)이 생기면 수시로 그 기록에 대한 호소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노르만] 정복 시기부터 우리는

274) Bl, 1 Comm.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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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eteritorum memoria eventorum”(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기억)이

“legibus patriae optime instituti”(자기나라 법률에 최상으로 정통해 있다)

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주된 자격조건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는 것을 보게

된다. 소송에서 동일한 쟁점(the same points)이 다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기왕의 판례를 고수한다는 것; 아울러 새로 오는 판사마다의 견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도록 재판의 척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확립

된 규칙이기(it is an established rule to abide by former precedents,

where the same points come again in litigation) 때문이다. 또한 이전에는

불확실하고 어쩌면 아무래도 좋았던(uncertain, and perhaps indifferent) 법

이 이를 통해 엄숙하게 선언되고 결정됨으로써 이제는 항구적인 규칙이 되

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후행 판사도 자신의 사적인 기분에 따라서 그 규칙

을 변경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할 권능을 갖지 못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사

적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라의 알려진 법과 관습에 따라서 판결하기로

선서한 바 있고(sworn to determine, not according to his own private

judgment, but according to the known laws and customs of the land),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일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유지하고 해설하는 일을

하도록 위임받았기(not delegated to pronounce a new law, but to

maintain and expound the old one)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기왕의 결정이 극히 명백하게 이성에 반하는(most evidently

contrary to reason) 경우에 그러하며, / 기왕의 결정이 神法에 반하는

(contrary to the divine law)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에도 후행 판사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와전

(misrepresentation)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와전되었던 기존의 법을

본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다](the subsequent judges do not pretend to

make a new law, but to vindicate the old one from misrepresentation).

기왕의 판결이 명백하게 부조리하거나 부정의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러한 판결은 나쁜 법(bad law)이었던 것이 아니라 법이 아니었던(not law)

것이라고, 즉 그것은 잘못 판정되어 오기는 했지만 왕국의 확립된 관습이

아니라고, 선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법률가들은 정당하게도 보통법

의 이성을 찬미하는 말을 그토록 많이 늘어놓고 있으며, 법은 이성의 극치

(the perfection of reason)라고, 법은 언제나 이성을 따르고자 한다고, 그리

고 이성이 아닌 것은 법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랜 세

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 안에 있는 모든 규칙의 개별적 이성이 언제나



- 94 -

정확하게 지목될(assigned)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칙 속에 이성과 단적으

로 모순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족하고, 그렇다면 법은 그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추정할 것이다. 확립된(standing) 법규칙은 그 이성이 기억

또는 식별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제정법이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제멋

대로 중단되었을 때마다 개변(innovation)에 뒤따르는 폐단을 통하여 결국

은 그 현명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잉글랜드 법에서 오랜 관찰결과이

다.275)

그렇다면 법의 정칙(the doctrine of the law)은 다음과 같다: 선례와 규

칙은 단적으로 부조리하거나 부정의하지 않다면 따라야 한다: 비록 언뜻

보아서는 그 이성이 분명치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선 시대가 전적으

로 아무 사려 없이(without consideration) 행동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식의 존양을 앞선 시대에 표해야 하는 것이다(we owe such a deference

to former times). 이 정칙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기억을 벗어난 시간부

터 결정되어 온 바에 따르면, 피가 절반만 섞인 (즉 부모 중 한쪽만 같고

다른 쪽은 다른 [이복 또는 의붓]) 형제는 다른 형제의 토지재산을 결코 상

속받을 수 없고 그것은 국왕이나 기타 상위 영주에게 복귀된다(escheat).

이는 오늘날 관습에 의해 고정되고 확립된 실정법이고, 해당 관습은 사법

판결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어떠한 현대의 판사도 / 자신이

했던 선서와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이탈할 수 없다. 비록

봉건법에서 나온 그것의 이성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그 속에는 자연적 정의와 어긋나는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피가 절반만 섞인 형제가 곤궁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

때문에 현대의 판사는 상속재산 처리방식이 다른 식으로 정착되었더라면(it

had been otherwise settled) 좋았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그의 권한 내에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 만약 어떤 법원에

서든 피가 절반만 섞인 손위형제는 손아래형제가 획득한 모든 토지를 상속

하고 압류할(enter upon and seise)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어떠한

후행판사도 그러한 선행 판결이 부정의하고 불합리하며 따라서 법이 아니

라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the law)이라는 용어와

판사의 의견(opinion of the judge)이라는 용어가 언제나 교환가능한 용어

이거나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닌데; 판사가 법을 오해하는 실수를 범하는

(mistake the law) 일이 때로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는 대체로는 다음의 내용을 일반적 규칙(a general rule)이라고 여겨도 될

275) Bl, 1 Comm.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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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무엇이 보통법인지에 관한 증거이다”: 대륙법에서

과거에 황제가 내렸던 결정이 미래에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과 동일

한 방식으로 말이다.276)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은 매우 큰 존중을 받으며, 인증된 기록(authentic

records)으로서 각 법원의 보관소에 보존될 뿐만 아니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 법률가들의 서재에 꽂힌 여러 권의 판례기록집(reports)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 판례기록집들은 여러 사건들의 내력으로서, 여기에

는 법원 기록 속에(in the record) 상세히 보존되어 있는 소송과정의 간략

한 개요, 판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간략한 노트에 기록된 양측의 논변

과 법원이 자신의 판결에 대하여 제시한 이유 등이 담겨 있다.277)

이러한 이론은 실제로는 블랙스톤의 시대에조차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보통법의 대부분은 이미 판사들의 판결들에 의해 정교화되어 있

었고, 이 판결들은 선재하는 관습의 단순한 적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

다. 판사들이 판결의 기초를 관습에 두고자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규

칙들을 만들어 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통법의 태동기였던 헨리 2세

와 에드워드 1세 사이에 국왕법원들이 관습들을 조사했던 것은 틀림없으

나, 어떠한 관습을 수용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상당한 자유를 행

사하였다.

국왕재판이 확대되면서 법은 전문 법조인의 손에서 급속하게 전문화된

지식분야로 변모하였고, 그들이 다듬어낸 규칙들은 대개 확립된 생활방식

및 여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 기초가 된 것은 인민의 관

습이 아닌 법원의 관습이었다.278)

(4) 관습과 이성279)

276) Bl, 1 Comm. 70-71.

277) Bl, 1 Comm. 71.

278) H.F. Jolowicz, Lectures on Jurisprudence, ed. J.A. Jolowicz (London: University of London, 

The Athlone Press, 1963), 206. 졸로위츠는 현대에 오면 법원의 판결이 구속적 선례가 되기 위해서

는 동일한 일련의 판결이 누적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단 하나의 판결만으로도 충분하게 되었으

므로, 판례법(case-law)과 관습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한다. 같은 책 207. 또한 참조할 것은 C.K. 

Allen, Law in the Making, 7th ed. (Oxford: Clarendon Press, 1964), 124-129. 여기서 알렌은 영

국의 기본적 법원칙들이 인민의 관습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연구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왕국의 관습’은 실은 대부분 인민의 관습이 아니라 법의 관습이었다고 한다. Ehrlich

의 용어를 빌린다면, 보통법은 Volksrecht라기보다는 Gerichtsrecht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렌은 토착적인 관습법과 해석자의 ‘기예’ 사이에 부단한 작용과 반작용(constant action and 

reaction between native customary law and the 'art' of the interpreter)이 일어났으므로, 보통법

은 양자의 사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79) 이하 서술은 Gerald J. Postema, Bentham and the Common Law Tradition (Oxford, 1986),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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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 이론에 따르면 영국의 모든 법은 보통법이거나 보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보통법은 공통적이고 오래된 관습(common and

immemorial custom), 즉 인민의 기억 속에 기록된 “불문의 격률과 관습의

오래된 축적물”(1 Comm. 17)이다. “이런저런 격률이 보통법 규칙임을 증명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항상적 관습이었음을 밝히는 것

이다”(1 Comm. 68).

“불문법은 성장하여 慣用(use)이 되며, 길고 오랜 慣用(a long and

immemorial Usage)에 의해, 그리고 왕국내의 관습과 受容의 힘(the

Strength of Custom and Reception in this Kingdom)에 의해 구속력과 법

의 힘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 불문법의 내용과 실체는 기록되어 있다. 그러

나 그 공식적인 구속력과 힘은 오랜 관습과 관용에 의해 성장한다”280)

(Hale).

보통법의 권위는 그 실행에 의존하며, 그 효력도 이 실행에 대한 오랜

세월에 걸친 공적인 인정과 참여 속에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보통법은 일

반적인 慣用과 수용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의 성격이 중

요하다.

“우리법에서 관습의 타당성(goodness)은 그것이 기억 이전의 시간부터

(time out of mind), 또는 우리의 정식 법용어로, 상반되는 기억이 없는 시

간 동안(time whereof the memory of man runneth not to the contrary)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의존한다. 관습에 무게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왕국의 보통법 또는 불문법을 구성하는 격률과 관

습의 본질이다”(1 Comm. 67).

“타당성”이라는 용어는 효력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관습의 합리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보통법 이론에서는 권위/효력, 합리성(reasonableness),

역사적 적합성(historical appropriateness)의 관념 사이에 긴밀한 연계성이

존재한다. 법의 계속적인 실행은 보통법 규칙과 개념의 합리성과 역사적

적합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표명하고 강화한다.

첫째로, 어떤 규칙에 역사적 적합성이 있다는 확신(conviction)은 그 권위

에 필수적이다. 어떤 규칙이 법이 되는 것은 오직 시간에 의한 것이다. 그

러나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이

장 “Elements of Classical Common Law Theory” (pp. 3-38)에 크게 의존하였다.

280) Sir Matthew Hale, A H istory of the Common Law, 17. See also 1 Comm. 6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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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규칙을 실행하는 행위는 세대간의 협력관계(partnership) 속에서 準儀

式的인 성격을 띠게 된다.

보통법의 역사성은, 그 기원이 특정 시기(색슨 왕조)에까지 소급될 수 있

으므로 과거의 법과 현재의 법 사이에 부분적인 동일성(identity)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은 부단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므

로, 중요한 것은 과거와의 계속성(continuity with the past)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헤일이다.

“법의 힘과 강제와 공식적인 성격의 근거는 데인족이나 색슨족 또는 노

르만족과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이 왕국에서 수용되고 승인

됨에 의해 그것이 여기서 법이 되고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

다.”281)

“관용과 관습, 사법적 판단과 결정, (지금은 逸失된) 의회제정법 등은 새

것을 도입하고 옛것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바로 보

통법 자체로 여긴다. 비록 그러한 변경이 일어난 시간과 정확한 시기는 뚜

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법에서 그러한 개별적 변화와 첨가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부분적이고 연속적일 뿐이어서, 우리

는 그것들이 6백년 전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영국법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오랜 항해를 거치면서 계속적인 수정이 가해져서 애초의 재료는

거의 남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을지라도 귀향하는 아르고船은 출항 때와 동

일했던 것처럼. 그리고 7년의 기간이 지나면 신체에는 과거와 동일한 물질

은 거의 없어진다고 하는 의사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티티우스는 40년 전과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282)

281) Hale, History, 43.

282) Hale, History, p. 40. 리차드 터크는 헤일과 쿠크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포코크와 그레이의 견

해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헤일과 셀든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한다. Richard Tuck, Natural
Rights Theories―Their Origin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132-39. 헤일의 ‘아르고船’ 비유는 셀든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셀든은 포테스큐의 <영국법 예

찬>(De Laudibus Legum Angliae)에 대한 비판적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심없이

말하건대 진실로 모든 법은 대체로 원래 똑같이 오래된 것이다. 모든 법은 자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그 근거를 자연에 두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자연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므로

모든 법의 기원은 동일하다. … 자연법칙이 불변이라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제한가능하며,

제한된 자연법칙은 현재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우리

브리튼 법 또는 잉글랜드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여기에 사람들이 처음 거주하게 된]

그때 자연법들은 이곳의 시민사회의 사정에 맞게 제한되었으며, 그 제한들은 그 이후로 증가․개

정․해석되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 아마도 자연의 불변의 부분을 제외하고 애초의 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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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보통법 규칙이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규칙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증명하며 그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성은 법의 생명이다. 뿐

만 아니라 보통법 그 자체가 이성밖에 아무것도 아니다.”283) “보통법 체계

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특정 해결책이 법과 일치한다(in accordance

with the law)고 말하는 것과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정당한 해결책

이다(the rational, or fair, or just solution)고 말하는 것 사이에 명확한 구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284) 보통법은 외재적인 정의나 합리성의 기준에 합

치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보통법은 합리성과 공동선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관념들의 표현이다. 보통법 원칙들은 이성에 의해 효력이

부여되받 것이 아니다. 보통법은 한 민족의 사회적 습관들을 精鍊하고 조

정해서 일관된 규칙체계로 만드는 보통법 법률가들의 특별한 전문적인 지

적 기술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추론(reasoning) 과정의 산물이다.

(인위적 이성).

어떤 법적 기준의 “타당성”은 그것이 충분한 시험을 거친 지혜

(well-tested wisdom)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데 의존한다. 그리고

그 “타당성”은 국가적 틀과 성향에 대한 적응(accommodation) 속에 존재

한다.

셋째로, 보통법의 慣用과 수용은 거기에 합리성과 역사적 적합성이 있다

는 공유된 인식에 의존한다. 공유, 즉 상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즉 각 개인의 인식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보통법 이론에서 법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법원은 “살아있는 神

託”이자 권위있는 전문가적 증인일 뿐 법의 창조자는 아니다. 판사의 역할

은 법해석(jus dicere)이지 법제정(jus dare)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법 자

체와 법 규칙의 다양한 표현들(formulations)은 구별된다.

“보통법의 정식화는 언어적 관행을 기술하면서 동시에 이를 체계화하고

질서지우려 시도하는 문법학자들의 규칙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기능상 단순히 記述的인(descriptive) 것만은 아니다. 그것

관해서는 그것은 잦은 수선으로 애초의 재료는 하나도 남지 않은 배나, 잦은 수리로 ut nihil ex
pristina materia supersit, 하지만 시민법에 의하면 여전히 동일물로 간주되는 집과 다르지 않

다.” Selden, Opera, III, cols. 1891-2. Tuck, p. 84에서 재인용.

283) 1 Inst. sect. 21.

284) Brian Simpson, 'The Common Law and Legal Theory,' in William Twining (ed.), Legal
Theory and Common Law (Basil Blackwell, 198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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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당한 관행에 대한 지침(guides)으로도 사용되는데, 타당한(proper) 관

행은 부분적으로는 통상적인(normal)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에

대한 정식들은 본질적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이 규칙들이 정확한 진술로

개선된다든지, 기술하는 바 대상이 변화함에 따라 수정이 요구되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285)

따라서 첫째, 보통법은 제일원리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체계가 될

수 없다. 보통법 법률가들은 유기적 비유를 즐기는 반면 법실증주의자들은

기계적 비유를 즐긴다.

둘째, 보통법은 재판에서 유연성을 가능하게 한다. 과거 판례의 번복 가

능성이 상존하고, 새로운 사안의 경우에도 과거의 법을 확대시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권리구제법 체계는, 중세 기사들의 시대에 세워졌지만 현대의 거

주자에게 맞게 설비를 갖춘 고색창연한 고딕 城과 같다. 外濠로 둘러친 성

벽, 성가퀴를 쌓은 망루, 그리고 전리품으로 장식한 방들은 장엄하고 경외

롭지만 쓸모가 없고 그래서 경시된다. 이제는 거실로 개조된 하급의 방들

은 통로가 꼬불꼬불해서 쉽게 찾을 수는 없겠지만 쾌적하고 편리하다.”286)

따라서 보통법은 동태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적인 사회적 존재

로서, 그 변화는 점진적(incremental)이다. 보통법 이론에서 역사와 계속성

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법을 이해하는 것은 전통이 수

립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보통법은 성문법과 대비되는 불문법(lex non scripta)으로 불리우지만 이

러한 분류는 단순히 그 규칙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은 아니다. 즉 성문법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공인된 입법기관에 의해 제

정되었기 때문에 구속력을 지니는 법이며, 불문법은 공동체 내에서 실행되

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구속력이 생기는 법인 것이다.

17-18세기에 제정법과 의회주권 독트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통법

이론은 영국법에 대한 설명 속에서 입법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에 직

면하였다.

17세기에 이르면 주권자 또는 의회의 입법 활동의 성격에 대한 관념이

285) Brian Simpson, 'The Common Law and Legal Theory,' in William Twining (ed.), Legal

Theory and Common Law (Basil Blackwell, 1986), p. 21.

286) Sir William Blackstone,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4 vols. A Facsimile of the

First Edition of 1765-1769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vol.

III,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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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중세적 법이론에서 제정법은 기종의 법을 선언․해석하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이제 법은 기존 질서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변경하고 재창조까지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쿠크와 블랙스

톤은 의회입법이 오랜 법제도를 파괴할까봐 몹시 우려하는 태도를 취했다.

보통법 이론의 입장에서 입법은 자의적이고 일시적인 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민의 공동생활

을 통해 형성된 자연스러운 질서의 표현인 보통법과는 달리 입법은 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

영국에서 의회입법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보통법

이론은 의회주권을 통제할 간접적 수단을 추구하였다. 즉 의회제정법을 오

랜 보통법의 선언이자 개선으로 해석하고, 최대한 보통법의 정합성을 보존

할 수 있도록 축소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블랙스톤의 <주석>은 보통법 이론이 18세기 영국의 법․헌정체

계를 일관성있게 이해하는 데서 직면한 난점을 잘 보여준다. 즉 그는 관습

적인 보통법의 기본적 지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휘그적인 계약론적

토대 위에서 의회주권 독트린을 옹호하려 했던 것인데, 이는 곧 휘그적 입

헌주의 독트린의 저변에 존재하는 긴장이기도 하였다.

영국 내전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이데올로기적 전투는 역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보통법 법률가들을 비롯한 기존체제에 대한 옹호자들은 법이 고

래의 것임을 주장한 반면, 수평파를 비롯한 체제 반대자들은 노르만 정복

으로 인해 고래의 법이 파괴되었으므로 이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헤

일은 이 양자가 모두 보통법의 역사적 성격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그는 영국법의 유구성은 법과 헌정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

는 것이라고 하였다.

2. 판결이유 판정 논쟁

법원이 기존 판결에 의해 구속된다는 규칙은, 이 규칙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간에 쉽게 진술될 수 있을 테지만, 실제에서 그 규칙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는 그리 분명치 않다. 사실은 무한한 변이가 가능하므로, 어떠한

사건도 과거에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과 절대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

다.

비교적 일찍부터, 아마도 17세기, 어쩌면 벌써 16세기부터 판결 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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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있는 추론인 판결이유와 판사가 우연히 하였던 말인 방론(obiter

dicta) 사이에 구별이 이루어졌다. 후자는 자유롭게 무시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은 판결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고 법적 권위가 있는 것은 오직 판결

이기 때문이다. 기존 판결의 배후에 놓여있는 추상적 규칙은 판결이유로부

터 추론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판결이유를 발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판례를 따라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

문이다.

판례의 구속적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면 어떠한 법원이 어

떠한 법원을 구속하는지에 관한 규칙을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

려움의 많은 부분은 판사의 판결문에 나오는 어구와 전거사건의 사실이 판

결이유를 식별하는 기준으로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데서 생겨난다. 판사

사 사용한 어구가 곧 해당 판결의 규칙은 아니다. 판결을 제정법처럼 취급

해서는 안 된다. 선행판결을 전거로 삼는 규칙을 후행 사건의 판사가 자기

언어로 재정식화하는 것이 허용된다. 선행판결에 등장하는 정식이 해당 사

건의 사실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면 재정식화가 정당화될 것이다. 이것

은 선례구속주의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제약이다. 하지만 어떠한 두 사건도

그 사실관계가 문자 그대로 동일할 수는 없다.

선행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이 결론에는 동조하면서도 이유는 서로 달리

제시하였을 때에는 판결이유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특정 판례의 판결이유

를 찾을 때 그 이전이나 이후의 판결들을 참조하는 실행은 어떻게 설명되

는가? 판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힐 때 그 특정 판사의 견해

들에 관한 다른 증거들에 의거해야 하는가? 판사의 진술이 그가 내린 판결

에 엄격하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면, 즉 그러한 진술이 없었더라도 동일

한 결론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할 근거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법현실주의자들이 법규칙 일반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판사들은 흔히 기존 판결에

의해 구속받으며 때로는 그것이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두

자기기만에 불과한가?

학자들은 판결이유의 발견방법을 놓고 견해를 달리하였다. 판결이유 판

정에 관해서는 사실을 고수하라는 접근법(‘stick to facts’ approach)과 이유

를 고수하라는 접근법(‘stick to reasons’ approach)이 있다.287) 굿하트(A.L.

Goodhart)는 판사가 판결결론에 긴요하다(material to the conclusion)고 여

287) J.W. Harris, Legal Philosophers, 2nd ed. (OUP, 2004), 18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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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던 사실들을 합하면 판결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긴요한 사실인

A, B, C가 성립하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이다. 이것은 후행 판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을 제공하며, 하급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긴요한 사실들이 존재하고 다른 긴요한 사실들이 없다면 어떠한 사

건에서도 이 규칙을 적용하도록 구속받는다. 굿하트에 따르면 인물, 시간,

장소, 종류, 수량 등의 사실은 일단은 ‘긴요하지 않은’(immaterial) 것이다.

즉 ‘긴요한 사실’(material facts)은 적나라한 사실(brute facts)과는 종류가

다른 것인데, 예컨대 피고는 원고의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처럼,

긴요한 사실은 적나라한 사실로부터의 일반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된 사실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서 굿하트는 긴요한

사실의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라도 선행판사가 그것을 긴요하지 않다고 보

았다면 후행 판사는 이를 긴요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결이

유를 찾을 때에는 선행판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긴요하다고 취급하

였던 사실들만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판결 속에 여러 개의 판단들

(judgments)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모든 다수의견 판단들에서 판결결론에

긴요하다고 취급되었던 모든 사실들을 합하면 판결이유가 주어진다.

굿하트의 분석이 판사들이 기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많은 도움을 준

건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추론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아니었다. 굿하트의

분석이 보이는 약점은, 어떠한 판결에서든 단일한 판결이유를 추출하는 일

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식별될 수 있는 이유들

(rationes)은 여럿 있을 수 있고, “참된” 이유는 후행법원이 선행판결을 해

석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한편 루퍼트 크로스(Rupert Cross)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판례에

서 판결이유란, 판사가 채택하였던 추론의 경로를 고려할 때 그가 판결결

론에 이르는 데 필수적인 수순(a necessary step) 또는 배심에 대한 설시

에서 필수적인 부분(a necessary part)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취급하

였던 모든 법규칙이다.288)

크로스의 정의는 제시된 이유 또는 암시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

은 판례, 그리고 상소심 판례 가운데 이유에 관한 일치된 다수의견이 없는

판례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한편 굿하트의 기준은 상소심 사건에서 모든

판사가 판결결론에 동조하고 다수의견이 이유에 동조하지만 소수의견이 다

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에 굿하트의

288) Rupert Cross and J.W. Harris, Precedent in English Law, 4th ed. (OUP, 199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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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르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서 긴요하다고 취급했던 모든 사실들

을 합해야 우리가 찾는 규칙을 도출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심지어 단일한 판결(a single judgment)인 경우에도 판사가

긴요하다고 취급했던 ‘사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컨대 일반성 수준에

서 여러 가지로 성격규정될 수 있을 때에는 굿하트의 기준이 적용되기 어

렵다. 만약 판사가 기술했던 것과 똑같이 사실을 성격규정해야 한다면, 우

리는 그가 제시했던 이유들을 판결이유(ratio)라고 부르는 입장으로 되돌아

가지 않겠는가? 만약 판결의 기저에 있는 추론을 살피지 않는다면, 도노휴

대 스티븐슨(Donoghue v. Stevenson)289) 판결에서 긴요하다고 취급되었던

사실은 진저 비어 병에 부패한 달팽이가 들어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290)

이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는 둘 다 보통법상의 오랜 기법인 사안구별

(distinguishing)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다. 후행판사는 현

안사건은 사실의 측면에서 선행사건과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판결이

말했던 것은 현안사건에서 구속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때 후

행판사의 취지는 선행판결의 진정한 판결이유가 선행판사의 진술보다 좁다

또는 넓다는 것일 수도 있다. 선행판사의 말이 입법부의 말처럼 취급될 수

는 없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므로, 사안구별이라는 작업방식은

판결이유를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고 보인다. 후행판사는 언

제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선행판사는 자신의 언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는 어떤 사실들이 긴요한 것으로 취급되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 또는 ‘선

행판사가 실제로 자신의 결론에 이르는 데 필수적인 수순이라고 취급했던

이유들은 그가 쓰기로 선택한 언어 속에 올바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

만약 판사가 언제나 사안구별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른바

‘선례의 규칙’이라는 것이 전혀 규범적이지 않고 그저 판사들이 판례를 따

르고자 한다고 그려지는 사법실행의 記述일 뿐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

면 선례의 규칙들이 부과하는 책무는 실재하지만, 외관상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해야 하는가? 아마 구속적 판례에 관하여 판사가 해야 하

는 일은 그 판례가 전거로서 표상하는 어떤 규칙을 발견한 다음에 그 규칙

이 자기가 다루는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다. 즉 판사는

판례를 따르거나 사안구별을 행하거나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

289) [1932] AC 562.

290) J.W. Harris, Legal Philosophers, 2nd ed. (OUP, 200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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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다면, 판사가 엄격한 선례구속주의 체제 하에서 상급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요구받는 것, 그리고 선례정칙이 모든 법원 판결들과 관련하여

보통법 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

다. 두 경우 모두 판사는 선행판사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판

사는 어느 정도의 비중(weight)을 부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왜 선행판사

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선례

구속주의 하에서는 판사는 더 나아가서 선행판례가 전거로서 표상하는 어

떤 규칙을 정식화해야 한다. 이 규칙은 해당 판례 하나만을 기초로 삼을

수도 있고, 추후의 판결들에서 그 판례가 다루어지고 있는 양상까지 고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결이유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하나의 판례를 독립

적으로 읽는 경우에 귀속되는 규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추후

의 법적 전개양상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그 판례가 전거로서 표상하

는 규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 단지 어떤 규칙을 정식화하는 일만이 판사의 책무라면(판례

를 따르거나 사안구별을 행하거나), 판사들이 자기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

하고 구속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까? 아마도 하나의 판례가 표상한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규칙으로서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규칙들의 범위

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판사가 마지못해 따를 때에는, 어떤 식으

로 규칙을 정식화하는 것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을지라

도 자기로서는 구속적 판례가 표상한다고 이야기될 수 있을 규칙으로서 더

나은 규칙은 어떤 것도 안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의 속뜻일지도 모른

다.

중세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례의 작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관점에서 판례를 보아야 한다: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 즉 새로운

규칙의 창조에 의거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관점, 즉 후

행법원이 과거의 하나 또는 일련의 판결에 의해 자신이 제약된다고 여기는

방식에 의거하는 관점이다. 시간 속의 어떠한 지점에서든 과거의 판결로부

터 도출될 수 있는 규칙을 식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Prisot 법원장과 맨스필드가 인정한 듯이 보이는 대로, 법적

확실성은 오직 일련의 일관된 판결들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착된 실행

으로부터만 진정 생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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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선례구속주의와 법의 지배

역사적으로 볼 때 법의 지배와 선례구속주의의 관계는 상호 필함

(entailment)의 관계이다.

한 사회의 제도가 성립, 발전, 유지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

가 작용한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사적인 서사(narrative)와

그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의 傳承(transmission)인데, 보통법이라는 제도

의 성립, 발전, 유지에서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다. 노르만

정복(1066년) 이전에 ‘영국인의 자유’(Englishmen's liberties)를 구현하는

오랜 관습인 ‘자유의 오랜 법’(ancient law of freedom) 내지 ‘古制’(ancient

constitution)가 존재하였고291) 그것이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215

년)를 비롯한 보통법에 담겨 있다는 관념--이것은 ‘영국사란 곧 의회의 발

전사이자 그에 따른 자유의 발전사’라고 하는 역사적인 서사인 휘그적 역

사해석(whig interpretation of history)과 맞물려 있는 영국인의 관행적인

믿음이며, 역사학적으로는 거짓이다. 하지만 역사학적인 진위와는 무관하게

법관을 비롯한 영국의 선배 법률가들이 法廷用 역사(forensic history)를 통

하여 믿었고 말했던 것, 이것이 영국의 후배 법률가들에게는, 그리고 영국

인들에게는, 바로 법이었다. 이러한 신비적 믿음은 17세기 ‘고전적 보통법

이론’(classical common law theory)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었고, 버크

(Edmund Burke) 등 18세기 보수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중세에 뿌리를 둔 영국의 법의 지배 사상은 근대 자연권 사상과 결합되

면서 미국으로 건너가 근대적 입헌주의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정치와 법

원리는 영국에서 연원하는 보통법 사상 및 보수주의가 로크 및 대륙에서

연원하는 자연권 사상 및 이성주의와 결합하여 입헌민주제(constitutional

democracy)를 구성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법도 신비적인 관행적 믿음을 통하여 신성시되는데, 여기에는 영국 보통법

291) 오랜 헌법(ancient constitution)이라는 관념은 초기 스튜어트 시대 영국 정치담론에서 정치적

인 주장을 역사적으로 근거지우는 방식으로서 정파를 막론하고 공동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하였다. 

포코크는 이것을 보통법적 사고방식(common law mind)이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크게 보아 3가

지 갈래가 존재하는데, (i) constitutional monarchy created by kings, (ii) constitutional 

monarchy governed by the common law, (iii) mixed monarchy가 그것이다. 왕권신수설을 주

장하는 이들이 첫 번째 갈래에 해당하고, 쿠크는 두 번째, 셀던은 세 번째 갈래에 속한다. Paul 

Chritianson, “Ancient Constitution in the Age of Sir Edward Coke and John Selden,” in 

Ellis Sandoz (ed.), The Roots of Liberty―Magna Carta, Ancient Constitution, and the 
Anglo-American Tradition of Rule of Law (Columbia and Lond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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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비와 (기독교적인 신 관념과 결부되어 있는) 자연권 및 이성의 신비,

그리고 건국신화의 신비가 결합되어 있다. 미국 역사의 서사와 기독교가

결합되어 이른바 시민종교(civil religion)를 구성해 왔다는 사실이 이런 점

을 잘 보여준다.

영미 사회에서 법관은 그런 신화들을 체현하는 존엄한 ‘oracle’, 즉 神託

을 전하는 司祭로 여겨져 왔다. 法院은 현세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司祭집단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그

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법자제의 지혜(prudence)를 발휘함으로

써 자신의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을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주

류적인 司法이론이자 헌법이론이다(Legal Process School, Fuller, Bic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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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칙있는 판례변경 이론의 가능성

제1절. 드워킨의 판례변경 이론

드워킨이 제시하는 ‘충실성으로서의 법’관념은 기존의 보통법적 법추론

방식을 총괄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한 것으로 본다. 선례구속 원칙은 효율성

이나 공정성이 아닌 충실성의 이상에 의해 근거지워질 수 있고, 판례변경

은 선례구속 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그 실천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gravitational force)(Scott Hershovitz, “Integrity and Stare Decisis”, in

Exploring Law's Empire, 2006). 드워킨이 호소하는 바 과거 법적 결정들

의 기저적 원칙(underlying principle)이라는 관념은 영미 법이론의 전통 속

에서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18세기 영국 보통법과 형평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맨스필드 판사, 판

례들에 내재하는 원칙을 발견하는 훈련(case method)을 통하여 법학을 과

학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하버드 로스쿨의 랭덜, 보통법의 변화-발전 원리

가 논리가 아닌 경험에 있다고 보았던 홈즈,292) 판례를 기초로 삼아 19세

기 말-20세기 초 미국에 등장한 분야별 법사학 저술들, 법이성과 엄명

(reason and fiat)의 조화가 판례법의 요체라고 보고 ‘근본적 권

리’(fundamental rights) 관념을 헌법에 도입한 카도조,293) 보통법적 사법이

292) 홈즈 판사는 Lochner 사건의 유명한 반대의견에서, 수정헌법 제14조는 “우리 인민과 우리 법의 전

통에 의해 이해되어온 근본원칙들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엄밀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93) 앵글로-색슨적인 적법절차 전통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 개념은 “문

명사회에 근본이 된다고 여길 정도로 우리 인민의 전통과 감정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도덕

원칙들에 기반한 권리들의 체계”를 포함한다(Felix Frankfurter J. dissent in Solesbee v. Balkom
(1950)). 프랭크퍼터의 전임자인 카도조(Benjamin N. Cardozo) 판사는 Snyder v. Massachusetts
사건(1934)에서 “근본적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우리 인민의 전통과 양심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

는 정의 원칙들”을 언급하였고, Palko v. Connecticut 사건(1937)에서는 근본적 권리들이 “질서정

연한 자유(ordered liberty)의 관념에 내재”해 있다고 표현하였다. 원래는 연방에만 적용되던 권리

장전의 일부 조항들이 적법절차 개념에 선택적으로 수용된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자유와 정의

관념에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이 조항들이 주에 적용된 것은 “그것들이 질서정

연한 자유의 체계의 본질, … 근본적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우리 인민의 전통과 양심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정의 원칙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행정부

나 입법부의 침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근본적 권리에 특별한 보호를 부여한다. 근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어떤 것인지는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었다. 19세기까지는 계약의 자유

를 비롯한 재산권들이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실체적 적법절차 독트린이

쇠퇴함에 따라 20세기에는 개인적 자유가 근본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선택적 수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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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재적 이성을 구현하고 발전시킨다고 믿었던 풀러, 법의 중립적 원

칙을 발견하고 수호하고자 했던 법과정 학파.

1. 드워킨의 충실성 이론

(1) 드워킨의 이론적 기획

하버드에서 수학한 로널드 드워킨(1931- )은 1960-70년대 미국의 민권혁

명을 경험하면서 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에 기반한 “지배적 법이론”(the

ruling theory of law)294)을 비판하는 “자유주의 법이론”(a liberal theory

of law)을 구상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자유주의 전통의 일부이지만, 법실

증주의나 공리주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관념”을 강조한다. 이것은

“개인적 인권(individual human rights)이라는 오래된 관념”이다.295)

지배적 법이론의 개인주의와 이성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集産主

義(collectivism)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좌파적 이론의 비판에 따르

면 법실증주의의 절차적 정의관은 보수적 정책을 옹호하면서 실체적 정의

를 외면하고 있고, 경제적 공리주의는 효율의 이름으로 빈곤을 영구화시키

고 개인을 이기적인 존재로만 볼 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을 무시한

다. 그리고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을 계승하는 우파적 이론에서는 법실증주

의가 공동체의 법에서 관습적 도덕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동체

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규칙은 경제적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이성적 계획이 아니라 해당 공동체의 오랜 경험을 통해 확립된 문화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296)

지배적 법이론에 대한 좌․우로부터의 비판이론들은 지배적 법이론이 개

인의 개인으로서의 운명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기울인다고 비난하는 점에

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드워킨이 볼 때 오히려 지배적 법이론의 결함은,

개인이 명시적 입법에 의해 창조된 권리들에 先在하는 권리들을 국가에 대

연방대법원은 권리장전상의 거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 근본적 자유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최근에

는 점점 프라이버시권과 다양한 차별에 대한 보호가 근본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94) “영국과 미국의 법과대학에서 지배적 법이론은 여전히 벤담적 이론이다.”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 ix. 법의 일반이론은 규범적 부분

과 개념적 부분을 지니는데, 드워킨은 벤담 법이론에서 개념적 부분인 법실증주의는 하트에 의해

발전되었고 규범적 부분은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본다. 같은 책, p. ix.

295)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 vii. “벤담은

이 관념을 ‘과장된 넌센스’(nonsense on stilts)라고 불렀다.” 같은 곳.

296) 같은 책,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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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여 지닐 수 있다는 관념을 거부하는 데에 있다.

법실증주의는 법적 권리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입법에 선행하여 존재한

다는 관념을 거부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은 공동체의 법을 구성하는 명시

적 규칙들의 집합에서 인정되는 권리 이외에도 재판상 다른 권리들을 가질

수 있다는 관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공리주의는 정치적 권

리가 법적 권리에 선행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관념, 즉 시민들은 어떤 입

법이 실제로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그 입법에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관념을 거부한다.297)

지배적 법이론이 자연권에 반대하는 것은 벤담이 장려한 관념의 결과이

다. 즉 자연권은 경험적 이론 내에서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

주의자들은 존재론적 사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이들은 집단의지나

국민정신과 같은 허깨비에 의존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집산주의가 지닌

중대한 약점이라고 믿으며, 따라서 이와 비슷한 의심스러운 실체에 의존하

는 모든 자연권 이론을 거부한다. 그러나 드워킨이 옹호하는 개인적 권리

는 어떠한 허깨비도 전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개인적 권리라는 관념의 이

론적 성격은 지배적 이론의 주된 관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집단적 목표(collective goal)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지배적 관념에

기생하는 것이다. 즉 개인적 권리는 개인이 가진 정치적 으뜸패(trumps)이

다. 개인이 권리를 지니는 것은, 자신이 개인으로서 소유 또는 행위하기를

원하는 바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나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부과되는 경우

에, 이런저런 이유로 집단적 목표가 이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할 때이다. 물론 권리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권

리를 지니고 있는지를 지시하지도 않고 그러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보장

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규정에는 권리

에 어떤 특별한 형이상학적 성격이 있다는 가정은 없다. 따라서 나의 이론

은 그러한 가정에 의존하는 낡은 권리 이론들과는 다르다.”298)

즉 지배적 법이론에 대항하는 드워킨의 이론적 기획은 권리에 대한 진지

한 태도(taking rights seriously)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는 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재판(adjudication)에 의해서 인정되어야만 한다. 따라

서 드워킨의 법이론은 재판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드워킨은 법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 시행되고 준수되어야 하

297) 같은 책, p. xi.

298) 같은 책, pp. xi-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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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다양한 판단에서 정치적 신념

(political convictions)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한

다.299) 대중적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견해에 따르면 정치적 신념은 법에

대한 판단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법과 정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 따르면 법

과 정치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며, 어려운 헌법문제를 판단하는 법관은 마

치 자신이 입법자이거나 새로운 제헌회의에 파견된 대표자인 것처럼 자신

의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을 표결에 반영할 뿐이다. 드워킨은 이러한 두 가

지 견해를 모두 거부하는데,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위의 두 견해는 재판상 존재하는 제약요소를 무시한다. 법관은 자

신의 정치적 신념 가운데 해당 공동체의 법적․정치적 문화에 대한 정합적

인 일반 해석(a coherent general interpretation)에 부합하는 것만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상이한 논거가 존재하는데, 위

의 두 견해는 법이론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띠는 이러한 논거 사이의 구별

을 은폐한다. 정책논거(arguments of policy)는 특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면 공동체 전체의 복지가 향상될 것임을 보이고자 하는 목표지향적

(goal-based) 논거이다. 반면 원리논거(arguments of principle)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복지

가 하락된다고 할지라도 특정 프로그램이 채택되거나 포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리논거는 권리지향적(right-based)이다. 법과 정치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순한 견해는 이러한 구별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엇이 법

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해야 한다

는 명제에 대한 중요한 제약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판결하기 어려

운 사안(hard case)의 경우에도 법관들은 원리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

을 반영시키지만, 현명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재판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법관

도 법을 제정하는가, 그리고 제정해야 하는가’라는 오랜 논쟁은 적어도 미

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적 중요성이 크다. … 정치적 쟁점이 법원

으로 올 때―적어도 미국에서는 모든 정치적 문제들이 조만간 그렇게 된다

299) R. Dworkin, A Matter of Principl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p. 2-3. 이러한 논의는

<원리의 문제> 제1장인 ‘법의 정치적 기초’(The Political Basis of Law)에서 자세히 전개된 후

에, 다시 <법의 제국>의 기초를 이루면서 대안적 견해가 체계적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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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들은 개별적이면서도 동시에 원리정연한(principled) 판단을 구하

게 된다. 이 문제들은 그 사회적 복합성 속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그 판단은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하나의 일관되고 비타협적인 관점으로

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옹호될 수 있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법적 분석은 고

전적인 정치철학보다 구체적이고, 정치적 책략보다는 원리정연한 것이다.

법적 분석은 정치철학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대가 된다.”300)

드워킨은 롤즈의 정의이론을 검토하면서,301) 정의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사람들이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권리들 가운데 하나

는 근본적이고 公理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한다. 이러한 가

장 근본적인 권리는 평등권(the right to equality)에 대한 특유의 관념으로

서, 드워킨은 이것을 “동등한 배려와 존중에의 권리”(the right to equal

concern and respect)라고 부르면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공준으로 삼는

다.302)

지배적 법이론(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항한다고 하는 드워킨의 이

론적 기획은 권리와 재판, 그리고 평등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의 이론을 완전한 형태로 제시하는 저작이 바로 <법의 제

국>(Law's Empire: 이하에서는 LE로 표시한다)이다.303)

(2) 충실성의 이상

판례로부터 규칙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적으로 빈틈없는 절차를 고안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판사들은 판결을 정당화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정식화된

규칙이야말로 전거가 되는 선행판결에 의해 뒷받침하는 올맞은(correct) 명

제라고 주장하면서 이유를 제시하는데, 예컨대 ‘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인용되는 선례를 수립한 판사가 현안과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선례의 언어는 좁은

300) R. Dworkin, A Matter of Principl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p. 1-2.

301)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ch. 6: “Justice and

Rights.”

302) 드워킨은 자유주의의 핵심이 그 평등관에 있다고 한다. “Liberalism,” A Matter of Principle,

ch. 8. ‘동등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권리’라는 자유주의적인 평등관념에 대해서는 Taking Rights

Seriously, pp. 272-273 참조.

303) “법전이 침묵하거나 불명료하거나 애매할 때에도 어떻게 법은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내가 수년 간 이따금씩 단편적으로 전개해 온 답변을 온전한 형태로(in full-length form) 제시하

고 있다.” (LE: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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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유를 제시한다면, 이는 ‘법이 무엇인가’

에 관한 논변이라기보다는 ‘법이 무엇이야 하는지’에 관한 논거처럼 보인

다.304) 드워킨은 이 점을 파고든다.

드워킨은 해석적 법관념으로 관행주의(conventionalism), 법실용주의

(legal pragmatism), 충실성으로서의 법(law as integrity)이라는 세 관념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세 번째 관념을 옹호한다. 법이란 법적 자료들과 부합

하는 최선의 정치(the best politics)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이상적인 유토피아적 정치이론(utopian political theory)은 公理

的(axiomatic)인 성격을 띠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정치적 이상(political

ideals)이 있다. 즉 “공정한 정치구조, 자원과 기회의 정당한 분배, 그리고

이러한 것을 수립하는 규칙과 규정들을 시행하는 공평한 절차”(LE: 164)가

그것이다. 드워킨은 이 세 가지 정치이상을 공정성(fairness), 정의(justice),

절차적 적정절차(procedural due process)라고 부르고 각각에 대한 독자적

인 규정을 하고 있다. 공정성이란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정치적

절차(선거)의 문제로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시민의 평등한 영향력을 보장

하는 문제이다. 한편 정의는 자원과 기회를 배분하는 정치기관의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결과를 낳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절차적 적정절차는 시

민의 법률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따라야 할 올바른 절차의 문제이다.(LE:

164-165)

한편 공리적이지 않고 진화적(evolutionary)인 성격을 띠는 현실정치

(ordinary politics)에서는 유토피아적인 공리적 이론에서는 별도로 존재할

여지가 없는 또 하나의 이상이 요구된다.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해

야 한다(treat like case alike)는 표어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 이상에 따르

면, “정부는 하나의 목소리로 말해야 하고, 모든 시민에 대해 원리정연하고

정합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일부 사람에게 적용하는 정의와 공정성

의 실체적 규준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해야 한다.”(LE: 165)

“이렇게 특수하게 요구되는 정치적 도덕성은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

급해야 한다는 표어 속에서는 사실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다. 나는 이것에

대해 더 훌륭한 명칭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치적 충실성305)의 덕목

304) J.W. Harris, Legal Philosophers, 2nd ed. (OUP, 2004), 187-188.

305) 드워킨 법이론에서 integrity는 핵심적인 술어이고, 따라서 이 술어에 대한 역어를 잘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integrity에 대해서는 “정합성”이라는 역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합성”이라는 역어를 선택한 분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장영민, “드워킨의 권리와 원리의

법철학”, 한국법철학회 편,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p. 72, 주 85) 이 역어는 그리 만

족스럽지 못하다. 우선 integrity는 coherence와 구별되어야 한다. 드워킨은 coheren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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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rtue of political integrity)이다. 내가 이러한 이름을 택하는 이유는

이것이 개인적 도덕성(personal morality)에서의 유사한 이상과 가진 관련

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이 일상적으로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

는 행위의 올바른 원칙들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견해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그와는 다른 (좀 약한) 요구와 구별한

다. 그것은 그들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충실성을 가지고(with integrity)

행동하라고 하는, 즉 제멋대로 변덕스럽게(capriciously or whimsically) 행

동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하나의 통일체로서(as a whole) 형성하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라고 하는 요구이다. 정의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후자의 요구가 지니는 현실적인 중요성은 명

백하다. 우리가 하나의 도덕적 행위주체(a moral agent)로 간주되는 국가나

공동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게 될 때, 즉 시민들 사이에 진정으로

올바른 정의와 공정성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분열되어 있는 경

우에도 국가는 단일하고 정합적인 일련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요

구할 때, 충실성은 정치적 이상이 된다. 개인적인 경우에나 정치적인 경우

에나 우리는 타인의 관념에 찬성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은 공정성

이나 정의 또는 예의에 대한 하나의 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우리의 좀더 일반적인

능력의 중요한 일부이며, 따라서 그것은 문명의 필수조건이다.”(LE:

165-166)

요컨대 현실정치에서는 유토피아 이론에서의 세 가지 이상들에 대한 견

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의 독자적인 정치적 도덕성으로서 정치

적 충실성의 덕목(the virtue of political integrity)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306)

consistency와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는 “정합성”, 후자는 “일관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드워킨의 integrity는 coherence보다 훨씬 많은 함의와 기능을 가진 용어이

다. “정합성”이라는 역어는 드워킨이 integrity라는 용어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 즉 integrity의 주

체가 매우 강하게 인격화(personification)되어야 한다는 점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하

여 드워킨이 우애에 기초한 진정공동체와 integrity를 결합시키는 대목에 가면 “정합성”이라는 역

어는 매우 부자연스러워진다. integrity는 무엇보다도 원리(principle)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자는 “忠實性”을 integrity에 대한 역어로 제안한다. “원리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어구는 우리말에서 매우 빈번하게 쓰이고 있어서, “충실성”과 “원리”의 관련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드워킨의 책에서 integrity를 “충실성”이라고 번역해서 읽어 보면

드워킨의 의도가 매우 잘 살아남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충

실성”은 fidelity나 loyalty에 대한 역어로 선호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드

워킨과 관련된 문맥에서는 fidelity를 “信實性”으로, loyalty를 “忠誠”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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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가 충실성을 정의와 공정성 이외의 또 다른 독자적인 정치

적 덕목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러한 권리[실용주의의 도전을 받는

법적 권리]를 인정할 일반적이고 비전략적인 논거를 갖게 된다. 공동체의

공정성 관념의 충실성에 따르면, 입법부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political) 원리들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의미를 판단할 때에 전

면적으로 관철되어야(be given full effect) 한다. 공동체의 정의 관념의 충

실성에 따르면, 입법부가 내리는 결정의 내용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도

덕적(moral) 원리들은 여타의 법에서 승인되어야(be recognized in the rest

of the law) 한다. 공동체의 절차적 공정성 관념의 충실성에 따르면, 법의

일부를 적용할 때의 정확성과 효율성 간의 올바른 균형으로 여겨지는 재판

(trial) 원리들은 부정확한 평결로 야기되는 도덕적 피해의 종류와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승인되어야(be recognized

throughout)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요구들은 원리적 일관성을 그 자체로서

가치있는 것으로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내가 주장하

고자 하는 바를 시사하고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법의 생명은

우아함에 대한 미신이 아니라 충실성이다.”(LE: 166-167)

“충실성의 요구를 좀더 실제적인 두 가지 원리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는 입법상의 충실성 원리로서, 이에 따르면 입법에 의해서 법

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그 법이 원리적인 정합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 둘째

는 사법상의 충실성 원리이다. 이에 따르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할 책임

을 지는 사람들은 법을 원리적으로 정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

다. 두 번째 원리는 법원이 과거에 대해서 그 자체의 어떤 특별한 힘(some

special power of its own)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와 방식을 해명해 주는데,

이는 과거에 대해서 그러한 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실용주의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사법상의 충실성 원리는 판사가 왜 자신이 시행

하는 법 전체를 하나의 통일체로(as a whole) 보아야 하며, 하나씩 마음대

로 제정하거나 수정하면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직 전략적인 이익만을

가져도 되는, 불연속적인 결정들의 집합(a set of discrete decisions)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지를 해명해 준다.”(LE: 167)

306) 드워킨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정의가 그 내용상 인간적인 덕 내지는 탁월함에 관한 어떤 특정

한 이론과도 무관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인간적인 탁월함에 관해 서로 상이한 이론을 가진 사람

들도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일치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브라

이언 매기 편, <현대철학의 쟁점들은 무엇인가>, pp. 338, 346 참조. 견해의 불일치 상황을 줄곧

문제삼는 드워킨이 정합성을 독자적 정치이상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표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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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특별한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사법상 충실성 원리이다. 왜냐하

면 그것은 실용주의와 대립하는 법관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 원리

가 지지될 수 있다면 실용주의는 거부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정치적 충실성은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매우 강한 인격화(a

particularly deep personification of the community or state)307)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신념이나 이상 또는 계획을 추구할 수 있

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공동체도 공정성이나 정의

또는 절차적 적정절차의 원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릇된 형이상학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

제로 여러 가지 형태와 수준의 집단을 인격화시키고 이에 대해 책임을 부

과하고 있으므로, 충실성의 전제로서의 인격화된 공동체는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원칙공동체

드워킨은 충실성의 이상과 함께 우애(fraternity)의 가치를 내세운다. 시

민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공유해야 마땅

하다. 그러러면 시민들은 공동체의 제도들이 배려와 존중을 평등의 기초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하고자 노력한다고 가정해야 하며, 공동체의

힘이 정당성있는 강제(legitimate coercion)로, 즉 법으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 때문이다. 충실성으로서의 법에서 모든 법은 인격

화된 공동체의 산물이다. 충실성으로서의 법은 어떠한 공동체에서든 동등

한 배려와 존중으로써 대우받을 시민의 보편적인 추상적 권리를 긍정하며,

이 근본적 권리 아래에 공동체별로 권리를 긍정하는 (그리고 올맞게 해석

된 법적 결정들과 가장 잘 부합하는) 추상적, 구체적인 원칙들의 특수한

집합이 포섭된다.308)

드워킨은 충실성과 법의 도덕적 권위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이 <법의 제

국>의 주제라고 하면서, 충실성의 근거로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충실성을 정치적 덕목으로 수용하는 정치사회는 독점적 강제력 행사의 도

덕적 권위가 증진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형태의 공동체가 된다는 점이라

고 한다.309) 공적 강제력의 정당성 문제와 정치적 책무(political obligation)

307) personification에 대해서 “의인화”가 아니라 “인격화”라는 역어를 쓰는 이유는, 드워킨이 이것

을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LE: 168 참조.

308) J.W. Harris, Legal Philosophers, 2nd ed. (OUP, 200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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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복종해야 할 진정한 책무가 없이 강제력

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드워킨에 따르면 충실성을 정치

이상으로 수용하는 국가는 정치적 책무를 요구할 더 나은 정당성 근거가

있다. 왜 그러한가?

친구, 가족, 이웃과 같은 결속적 집단 내의 결속적 또는 공동체적 책무

(associative or communal obligations)의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성(reciprocity)이다. 즉 일방이 책무를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상대방도 그에

대한 특별한 책무를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간의 책무가 진정한 우애

적 책무(genuine fraternal obligations)가 되려면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 그

책무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대략적으로 지녀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 그 책

무가 집단 바깥의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고 있는 일반적인 책무가

아니라 그 집단 내부에서만 유효하게 성립하는 특별한(special) 책무라는

태도, 둘째로 그 책무가 단지 어떤 집합적 의미에서의 집단 전체에 대해서

가 아니라 모든 각각의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모든 각각의 구성원에게로 직

접적으로 미치는 개별인격적(personal) 책무라는 태도, 셋째로 이러한 특별

하고 개별인격적인 책무는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의 복지에 관한 관심

(concern)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책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는 태도, 넷째

로 해당 집단의 실행에서 표해지는 관심은 모든 구성원에 대한 동등한

(equal) 관심이라고 상정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네 가지 우애적 책무 조건을 충족하는 우애적 공동체(fraternal

community)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유전적, 지리적, 역사적 단순

조건들을 충족하는 ‘단순’공동체(bare community)와 구별되는 ‘진정’공동체

(true community)이다. 진정공동체는 우선 단순공동체의 조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그리고 우애적 책무가 완전하게 자발적인 것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공동체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우애적 책무를 인정하고

이행한다면 그 공동체는 진정공동체인 것이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원

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우애적 책무를 지게 된다. 또한 정서적 유대와

같은 심리적 조건들은 진정공동체와 친화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우애적 책무의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관심은 고정된

수의 실제 구성원의 심리적 자산이 아니고, 책무를 주장하고 인정하는 일

과 관련하여 해당 집단이 보이는 사회실행의 해석적 자산(an interpretive

property of the group's practices of asserting and acknowledging

309) Dworkin, LE, 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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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ies)으로서, 이 실행은 적정 수준의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받아들일 내용이라야 한다. 따라서 더 대규모적이고 익명적인 정치공동체

도 결속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310)

진정공동체일지라도 충실성과 정의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진정

결속적 책무가 부정의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집단 내

구성원에 대한 부정의로서, 이는 책무가 반영하는 동등관심의 관념에 결함

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비구성원에 대한 부정의로서, 비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요구하는 집단의 책무는 추상적 정의 의무 및 또 다른 결속적 책무

들과 갈등할 수 있다. 어떤 공동체가 진정공동체인지 여부가 사회적 실행

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듯이, 해당 공동체의 책무가 진정한 책무인지 여부

도 그 실행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 이렇게 결속적 책무의 일반적 구조

는 법에 복종해야 할 책무를 포함한 정치적 책무의 경우와 동일하다.311)

드워킨은 결속공동체 내의 책무에 관한 논의를 정치공동체 영역으로 옮

겨와서 적용시킨다. 만약 우애적 공동체의 책무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정치

공동체에도 적절히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다면, 단순정치공동체(bare

political community)의 구성원들도 정치적 책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결속공동체의 네 가지 조건은 정치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즉 단순정치공동체가 진정한 우애적 공동체가 되려면 정

치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는가?312)

310) Dworkin, LE, 195-202.

311) Dworkin, LE, 202-206.

312) 이하의 논의는 드워킨이 다른 곳에서 말하는, 민주제에 대한 통계적 관념과 공동적 관념의 구

별과 동일한 맥락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Dworkin's article, s.v. “Jurisprudence and

Constitutional Law,” in the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Supplement I , ed. by

Leonard W. Levy, et al. (N.Y.: Macmillan Publishing Co., 1992), pp. 288-291 참조.

드워킨은 민주제 관념과 헌법 이해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헌법은 구조 조

항(structural provisions)과 금지 조항(disabling provisions)으로 이루어진다. 구조 조항은 정부의

구성과 권력의 분할․배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조항들에 의해 인민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라고 하는 미국의 민주제가 구성된다. 반면에 수정 제1조와 같은 권리장전과 적법절차

및 평등보호와 같은 내전 후 수정조항들(Civil War amendments)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의

전체적 권한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금지 조항은 인민에 의한 정부를 저해하므로 반민주제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이

미국 헌정체계의 기본적 결함이라고 보고, 이 조항들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다수자의 결정에 우선

하는 개인의 으뜸패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금지 조항들이 반민주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유감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제한 민주제

(limited democracy)가 개인적 권리를 존중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수 민주제보다 우월

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두 견해가 모두 공유하는 가설, 즉 헌법전은 민주제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민주제를 저해한다는 가설은 올바른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민주제를 무엇이라고 보느냐, 즉 민

주제에 대해 어떤 관념(conception)을 채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민주제는 인민에 의한 집단적인 정치(collective government)이다. 그런데 여기서 집단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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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동체의 정치적 실행의 양상에 따라서 정치결속체의 세 가지 모델

을 구별할 수 있다. 각 모델은 해당 구성원이 서로에게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첫째는 상황(de facto) 모델이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결속체가 단지 역사

나 지리상의 사실적인(de facto) 사건으로서 진정결속공동체가 전혀 아니라

고 여긴다.

둘째는 규칙집 모델(rulebook model)이다. 구성원들은 해당 공동체에 특

별한 특정 방식으로 수립되는 규칙에 복종하겠다는 일반적 약속을 받아들

인다. 예를 들면 일정한 규칙 하에 벌어지는 경기에 참여하는 경쟁자나 일

시적인 거래관계의 당사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수용하거나 협상한 규

칙을 단순한 전략이 아닌 책무의 문제로서 준수하지만, 그들의 책무는 규

칙의 내용이 전부이다. 그들은 규칙이 추가적인 책무의 원천이 되는 기저

적 원칙들에 대한 공동의 헌신으로부터 결정되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규칙은 상반되는 이해나 관점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만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 이외의 사항이 규칙에 내포되어 있다고 일방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집단적 행위(collective actions)에는 통계적인(statistical) 것과 공동적인

(communal) 것의 두 가지가 있다. 한 집단의 행위가 개별 구성원들의 단독적인 행위의 기능의

문제에 불과할 때, 즉 하나의 집단으로서 한다는 의식이 없을 때, 그것은 통계적인 것이다. 반면

에 그 행위가 개인들에게 하나의 독자적인 실체나 현상으로서의 집단의 존재를 상정하도록 요구

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행위의 통계적인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을 때

그것은 공동적인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연주는 이러한 공동적 행위의 일례이다.

통계적 민주제 관념에 따른다면 민주제는 다수의 희망에 따른 정치이다. 그러나 공동적 민주제

관념에 따른다면 민주제는 개별적인 개인들의 무리가 아니라 독자적인 실체로서의 인민 자체에

의한 정치이다.

이러한 두 가지 민주제 관념은 헌법의 구조 조항과 금지 조항의 구분에 대한 상이한 견해로 이

어진다. 통계적 관념에 따르면 구조 조항은 주로 절차적으로 구조적인 조항, 즉 선거방법이나 의

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에 한정된다. 한편 공동적 관념에 따르면 구조 조항에는 절차적으로 구

조적인 조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집단적 단위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정

정치공동체(a genuine political community)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도 포함된다. 진정공동

체에서는 정치가 다수자에 의한 다수자의 것이 아니라 全인민에 의한 全인민의 것이며, 따라서

모든 시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결정에

의해 모든 시민이 동등한 배려와 존중(equal concern and respect)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헌법상의 몇몇 금지 규정은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며 공동적 관념에 따른

민주제를 저해한다기보다는 이를 기능적으로 구조짓기 위해서(to be functionally structural

rather than disabling of democracy understood by the communal conception) 필요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자유는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등한 존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평등보호 조항은 정치적 결정을

산출하는 토론 과정에서 모든 시민에 대한 동등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헌법전이 과연, 그리고 얼마나 반민주제적인가 하는 기초론적 문제는 실제로는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심원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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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것이다. 규칙집 모델

은 관행주의 법관념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그리고 상황 모델과 규칙집

모델은 체스판식 타협에 반대하는 유일한 근거인 충실성 이상, 즉 공동체

는 법의 일부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을 다른 부분에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상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셋째는 원칙 모델(the model of principle)이다.

“이 모델은 정치공동체가 하나의 공유된 理解(a shared understanding)

를 요구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점에서는 규칙서 모델과 같지만, 그

러한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농도 짙고 포괄적인 견해를 취한

다. 이 모델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정치적 타협에 의해 고안된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통의 원칙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

인다고 하는 강력한 방식으로 서로의 운명이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수용할 때에만 진정정치공동체(genuine political community)의 구성원

이 된다고 본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는 다른 모델에서와는 다른 성격

을 띤다. 원칙 모델에서 정치는 공동체가 어떠한 원칙을 체계로서 채택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의, 공정성, 적정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의 무대이다. 원칙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의 근거가 정치기관들이 내린 특정 결정들에 국한

되지 않고 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정들이 전제로 삼고 뒷받침하는 원

칙들의 도식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각 구성원들은

형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선언된 적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와 자

신의 의무가 그 원칙도식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

요약하자면 각 구성원들은 정치적 충실성을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적

이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 정치적 도덕성에 관하여 다른 측면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이상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면

이로써 정치공동체가 구성된다(constitutive)고 여긴다.”313)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은 진정결속공동체의 네 가지 조건(모두에 대한 각

자의 관심이 특별하고 개별인격적이고 포괄적이고 평등주의적이다:

concern by each for all that is sufficiently special, personal, pervasive,

and egalitarian)314)을 충족시키는가? 상황 모델은 첫째 조건부터 위반한다.

규칙서 모델은 첫째와 둘째 조건을 만족하지만 세 번째 조건에는 위배된

313) Dworkin, LE, 211.

314) Dworkin, LE.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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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칙 모델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원칙결속체라고 해서 자

동적으로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진정결속공동체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원칙 모델은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견해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는 다른 공동체 모델보다 진정공동체의 조건을 더

잘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드워킨은 충실성을 주장한다고 한다. 원칙공동체(a

community of principle)는 충실성을 수용하기 때문에, 무원칙한 입법과 사

법이 배제된다. 원칙공동체는 충실성을 수용하므로 진정결속공동체의 권위

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우애의 이름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즉 해당 공동체의 집합적인 결정은 적나라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책무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성 주장은 거부될 수

도 있다. 진정결속적 책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정의의 요구와 갈등하고

거기에 굴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공동체는 우애라는

이상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주장할 자격이 처음부터 박탈되어 있다.(214)315)

(4) 순수한 충실성과 포괄적 충실성

“법은 해석적인 개념(an interpretive concept)이다. 판사들은 무엇이 법

인지를 결정하는 다른 판사들의 실행을 해석함으로써 무엇이 법인지를 결

정한다. 우리에게 법에 대한 일반 이론은 우리 자신의 사법 실행에 대한

일반적 해석이다.”(410) 우리는 관행주의와 실용주의 법관념을 거부하고 충

실성으로서의 법관념을 받아들였다. “충실성으로서의 법관념은 법철학과

재판을 결합시킨다. 그것은 법의 내용을 특별한 관행이나 독단적인 십자군

戰士에게 의존시키지 않고 자신이 해석하고자 했던 동일한 법실행에 대한

좀더 세련되고 구체적인 해석에 의존시킨다.”(LE: 410)

“이러한 좀더 구체적인 해석은 명백하게 법적(legal)이다. 그것은 포괄적

충실성의 사법 원칙(the adjudicative principle of inclusive integrity)에 의

해 지배되기 때문이다.”(410) 따라서 재판은 입법과는 다르다. 입법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재판에서는 포괄적 충실성의 사법 원칙이 법적

판단에 대해 최고성을 지닌다. 충실성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판단이 요구되

315) 드워킨은 미국의 정치적 실행들이 충실성과 원칙공동체의 이상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의 정치실행이 원칙 모델에 고유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제도

들의 정당성과 그 실행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책무들의 정당성을 우애의 문제로서 옹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제도들을 그 방향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LE,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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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판단은 상이한 해석적 차원들과 그 상이한 측면들에 의해 구조화

된다. 부합에 관한 신념은 실체적 판단과 경쟁하면서 이를 제약하며, 공정

성과 정의와 절차적 적정절차에 관한 신념들은 서로 경쟁한다. 해석적 판

단은 이러한 몇 가지 차원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타당

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한, 해석의 탈을 쓴 정치가 된다.

우리 법에 대해서 충실성으로서의 법관념이 제시하는 설명은 부합과 정

당화라는 두 가지 해석 차원에서 모두 관행주의와 실용주의보다 우월하다.

우선 정당화의 차원에서 충실성으로서의 법관념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일상 정치에서 정의와 공정성의 덕목과 구별되는 독자적 덕목

으로서 충실성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충실성을 일상정치의 덕목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정치 공동체를 원리의 결사체(an

association of principle)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

리공동체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특히 정치적 도덕성과 현명함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지닌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의 공동체 속에서의 정치적 정

당성 주장(claims of political legitimacy)에 대해서 그러한 공동체 관념이

매력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LE: 411)

그리고 부합의 차원에서 충실성으로서의 법관념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

히기 위해서 나는 보통법과 제정법과 헌법 하에서 제기되었던 실제 난건들

에 대해서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드워킨의 법 개념에 따르면 법은 강제력에 대한 현재적 정당화와 결부

된다. 그러므로 법은 재판과 결부된다. 즉 법은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인 것이다.(LE: 400-401) 이에 따라 법의 내용은 판사에게 특

별히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적 제약(institutional constraints)에 상응하게

된다.

첫째로 엄격한 선판례 구속 원칙(strict doctrines of precedent)이 있다.

판사들은 과거에 다른 판사들이 내린 판결이 오류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를 따라야 한다. 둘째가 입법부 최고성의 원칙(legislative supremacy)이

다. 선판례 구속 원칙의 엄격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법원은 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입법부 최고성의 원칙

은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것이다. 어떤 제정법에 대해 한 가지 해석만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좀더 넓은 범위의 법과 원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여겨진

다 할지라도 판사는 (헌법적 통제를 제외한다면) 이를 법으로 시행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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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셋째로 해석상의 국지적 우선성 원칙(the principle of local

priority of interpretation)도 좀더 섬세한 종류의 제도적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분과의 구획 자체가 해석적 판단의 일부가 되지만, 구획에 관한

법조와 일반인의 확립된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제약이 적용되

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들은 실체적 충실성(substantive integrity)을 견제하는 절차

적 충실성(integrity of process)에 호소한다.

“충실성으로서의 법은 전반적으로 최상인 법해석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체적인 갈등과 긴장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촉진한다.”(LE: 404) 왜

그러한가? “우리는 충실성을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적 이상으로 받아들이

며, 사법상의 충실성 원칙이 법에 대해 최고성을 띠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스스로를 원리공동체, 즉 정의와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절차의 올바

른 관계에 대한 단일하고 정합적인 시각에 의해 지배되는 공동체로 다루기

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요 덕목들―공정성과 정의와 절차

―이 때로는 상충된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헤라클레스는 정의

의 관점에만 국한하여 파악되는 충실성―현재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

명을 관통하는 실체적인 정의 원칙상의 정합성―을 달성하지는 못하게 되

어 있다. 그는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절차의 원칙도 고려하는 더 폭넓은 충

실성(a wider integrity)을 추구하기 때문이다.”(LE: 404)

“정의는 정치 시스템의 올바른 결과의 문제, 즉 재화 및 기회를 비롯한

자원들의 올바른 배분의 문제이다. 공정성은 그러한 시스템을 위한 올바른

구조, 즉 정치적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구조의 문제이

다. 절차적 적정절차는 그 시스템이 산출한 규칙과 규정들을 시행하는 올

바른 절차의 문제이다.”(LE: 404-405) 입법부 최고성에 따라서 헤라클레스

는 제정법이 실체적 부정합성을 초래할지라도 이를 유효한 법률로 시행해

야 한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이다. 다수자가 스스로 원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격한 선판례 원칙, 입법사에 관

한 실행, 국지적 우선성 등은 방식은 다르지만 대체로 절차적 적정절차의

문제이다. 시민들은 선언된 법리들에 의존하도록, 그리고 자신들을 재판할

때 사후적으로 이들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정하도록 조장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실성은 두 가지 수준 또는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법

을 지배하는 사법 원칙은 포괄적인 충실성(inclusive integrity)이다. 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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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3대 덕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재적 법에 대한 전반적 이론을 구

성할 때 헤라클레스는 가능한 한 그 이론이 정치적 공정성과 실체적 정의

와 절차적 적정절차의 정합적인 원리들을 반영하도록, 나아가서 이들 원리

들의 올바른 결합 관계를 반영하도록 한다.”(LE: 405) ‘가능한 한’이라는

제한이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덕목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하다 보면 때때

로 다른 덕목에서 달성될 수 있는 충실성 수준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법인지에 관한 헤라클레스의 숙고 속에는 해당 공동체의 공정성 원

리와 적정절차 원리에 대한 최상의 해석이 내포되어야 한다. 공정성 원리

는 헤라클레스의 권한과 다른 기관 및 공직자들의 권한을 규정하며, 적정

절차 원리는 판결이 비난과 책임을 회고적으로 귀속시킨 결과라는 사실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체적인 정합성에 반하는 제정법,

그리고 상이한 법분과 간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국지적 우선성과 선판례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순수한 충실성(pure integrity)은 이와 같은 공정성

과 절차상의 여러 제약을 추상시킨 것이다. 이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상

이한 법분과들을 관통하면서 이들을 통일시키고 있는 정의 원리의 정합성

만을 추구한다면 무엇이 법이 될지를 생각하게 된다.”(LE: 405-406)

“스스로를 원리공동체로 보고자 하는 우리의 근본적 열망은 그 자체로

정의에 대해 특별한 역할을 부과한다. 원리공동체의 시민들은 정의롭고 공

정하게 적정절차에 따라 규율되기를 바라지만, 그들에게 3대 덕목은 理想

으로서도 상이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공정성과 적정절차는 방식은 다르

지만 모두 공동체 내의 특정 기관에 결부된다. 그것은 상이한 상황의 상이

한 공직자에게 상이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반대로 정의는 기관적인

책임을 벗어나서 인격화된 공동체 자신이 달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

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의의 관점에만 국한시켜서 파악되는 충실성에 의해

허용되면서 동시에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중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실천과제(an

agenda for the community as a whole)를 제시하면서, 후차적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적 결정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추가적인 문제

들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다.”(LE: 406)

그러므로 법을 법 내부의 법과 법 너머의 법(law within and beyond

law)으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구체적

법은 포괄적 충실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판사가 찾는 법이며, 판사가

선언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현재적 법은 또 다른 법을 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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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신의 열망(its ambitions for itself)을 표현하는 것

이다. 이렇게 좀더 순수한 법은 순수한 충실성에 의해 규정된다. 그것은 특

정 기관의 관점에서 파악된 것이 전혀 아니고 따라서 포괄적 충실성이 요

구하는 바 공정성과 절차상의 모든 제약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현재적 법

에 대한 최상의 정당화를 제공해 주는 정의 원리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순수화된 해석은 판사나 입법자를 비롯한 어떤 정치적 기관의 별개의 의무

에 호소하지 않고 인격화된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호소한다. 그것은 공동체

가 부분적으로 채택해 온 사회 정의관에 좀더 정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바

지하려면 그 실행들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선언한다. 그러나 그렇게

원대한 계획 속에서 어느 공직자가 어떠한 임무를 맡는지는 선언하지 않는

다.”(LE: 406-407)

“법원은 법의 제국의 수도이며, 판사들은 법의 제국의 군주이지만 그 예

언자는 아니다. 자신을 위한 법의 열망, 우리가 지닌 법 내부에 있으면서

그 너머에 있는 순수한 법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이를 감당하고자 하는 철

학자의 몫이다.”(LE: 407) 드워킨은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에 대

한 여러 가지 관념들 가운데 자원평등론이 “순수화된 법(law purified)의

목표이자 정의의 관점에 국한하여 파악된 충실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별”(LE: 408)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수화된 법은 공리주의 또는 공동

체주의적 사상에 입각해 있다고 보는 법철학자들도 있다. 부합의 차원에서

어느 하나의 사상이 우월함을 입증할 수는 없다. 어느 사상도 현재적 법을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부합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모두 나름의 근거를

주장할 정도의 부합성은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의는 추상적인 정

치적 도덕성의 단계, 즉 유토피아적인 이론에 관한 논변으로 넘어가야 한

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적어도 약화된 의미에서) 법에 속하는 논의이

다. 자신이 찬미하는 미래의 조짐을 현재 속에서 입증하는 것(establishing

a contemporary shadow of the future he celebrates)이 이 모든 경쟁적 입

장들의 출발점이며,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충실성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약

화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법적 논변과의 연관성은, 철학적 논변이

더 넓은 법의 정치 속에서 독립적이지만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유토피아적인 법 정치(utopian legal politics)는 이렇게 폭넓은 방식으

로 여전히 법이다. 각 철학자들은 법률가들의 상상력을 장악할 수 있다면

법의 발전을 더욱 계획적이고 반성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원대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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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제시한다. 그들은 거대한 서사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연쇄소설가로

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무수한 분량으로 씌어지는 작품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지닌 모든 꿈들은 이미 현재적 법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LE: 409) 각 꿈들은 법의 미래일 수 있다. 그러나 꿈

들은 상충되고 견해가 상이하므로 선택이 불가피하며, 그것은 사법부와 입

법부의 공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들의 견해가 서로 다르고 어떠한

사상도 지배적인 옹호세력을 장기간 획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철학자들

은 법의 이야기의 일부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철학자들의 논의는 법조인들

에게 법 너머의 법이 가하는 압력(the pressure of law beyond law)을 일

깨워 주며, 충실성은 언제나 내일의 법의 가능성으로써 오늘의 법에 도전

하도록 요청한다는 것, 그리고 난건에서의 모든 판결은 법의 꿈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투표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LE: 409-410)

2. 충실성에 기반한 원칙있는 판례변경 이론

(1) 보통법 재판상의 난해한 사건316)

어떠한 제정법에 의해서도 결정지어지지 않는 난해한 사건에서는 기존

판결들 배후에 있는 원칙(the principle behind these cases)이 특정한 판결

을 요구한다.

제정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이론에서 즉각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이제 정당화해야 하는 판례 관련 실행들의 세부사항들은 그와

비슷하게 단순한 어떠한 이론도 허용치 않는다”(110/235).

정당화 이론의 후보로는, 마치 과거 판결들이 제정법인 것처럼 취급하여,

제정법 해석에 사용되는 기법을 보통법 판결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는 “공동체에게 모종의 방식으로 이익

을 끼치도록 의도된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며, 후속 사건을 재판하는 다른

판사들은 그 규칙을 시행함으로써 그 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0/236)

이것은 잘못이다. 제정법 해석은 “正典的인 형태의 표현어구”(a

316) 이하는 Ronald Dworkin, "Hard Cases" in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1977])./ 염수균 역, <법과 권리> (한길사, 2010) [“Hard 

Cases”, 88 Harvard Law Review 1057-1109 (1975): pp. 81-130]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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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form of words)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존한다. 아무리 모호

하고 구체적이지 않을지라도 제정법의 어구는 해당 조문에 의해 표상된다

고 볼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의 내용 범위에 한계를 설정해 준다. 하지만 재

판에서 인용되는 판례들의 경우에는 “해당 판례에 의해 정립되는 규칙의

정전적인 형태라고 여겨지는 특별한 명제”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그런

정전적 문장을 작성하는 사법 스타일이 출현한 적도 있었지만, 해당 판결

문의 어느 부분이 그런 입법적 성격을 띠는지에 관해서는 법률가와 법학자

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110/236) “오늘날 어떠한

판례에서도 심지어 중요한 판결문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의 입법적 표현기

법(legislative sort of draftsmanship)은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 판결을 정

당화하기 위해 이유들이 선례와 원칙들의 형태로 인용되지만, 이러한 선례

와 원칙들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명확하게 언명된 어떤 새로

운 법규칙(some new and stated rule of law)이 아니라 당해 판결(the

decision)이다. 자신이 내린 판결의 모든 의미나 효과를 결정짓는 일은 후

속 판결들에 맡겨져 있음을 판사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다.” (111/236-7)

만약 헤라클레스가 과거 판례 속에서 어떤 정전적 형태의 표현어구를 발

견하게 된다면, 그는 그 어구들로 구성되는 규칙의 적용대상에 새로운 사

건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정법 해석의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317) 그는 선례의 법규제정적 힘(an enactment force of

precedent)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만한 것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례가 실제로 법규제정적 힘을 지닐 때, 그것이 후속 판결들에 미

치는 영향은 그러한 힘에 국한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판사와 법률가들은

선례의 힘이 제정법의 경우처럼 어떤 특정한 구절의 언어적 한계에 의해

완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스파르타 제철(Spartan Steel) 사건이

뉴욕주에서 일어난다면, 원고측 변호인은 부주의하게 제조된 자동차 때문

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한 여성이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던 과거의 맥퍼슨

대 뷰익(MacPherson v. Buick)318) 사건에서 카도조(Cardozo)가 내린 판결

317)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권리테제를 수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법규제정(judicial 

enactments)에 대한 그의 ‘해석’(interpretation)은 제정법 해석에서와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차

이가 날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제정법을 해석할 때 그는 입법부의 책임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언어에 

대한 최선의 정당화를 제공하는 원칙 또는 정책 논거(arguments of principle or policy)를 제정법 언

어에 결합시킨다. 그의 근거는 원칙논거인 채로 남아 있다; 그가 정책[논거]를 이용하는 것은 입법부

가 이미 창설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헤라클레스가 사법적 법규제정을 ‘해

석’할 때 그는 오직 원칙논거만을 관련 언어에 결합시킬 것이다. 권리테제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그러

한 논거만이 ‘법규를 제정하는’(enacting) 법원의 책임을 acquit(이행 or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 127 -

이 자기 고객의 손해배상권을 지지한다고 여길 것이다. 그 판결에는 자기

고객의 그러한 권리에 관한 법규를 제정한다고 그럴법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떠한 언어도 담겨있지 않음에도 말이다. 그는 “선행 판례가 후행 사건에

대하여 어떤 引力的 힘(a gravitational force)을 가하며, 설령 후행 사건이

선행 판례의 특정한 궤도 바깥에(outside its particular orbit) 위치할지라도

그러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111/238)

“이러한 인력적 힘은 헤라클레스의 판례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recedent)이 포착해야만 하는 실행의 일부이다. 이런 중요한 측면에서, 사

법실행은 다른 제도들에 속한 공직자들이 보이는 실행과 차이가 난다.”

(111/238) 예컨대 체스 경기의 심판관이 확립된 규칙들을 따르는 일은 완

전한 제도적 자율성(full institutional autonomy)을 띠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그들의 독창력(originality)은 오직 몰수에 관한 규칙 같은 어떤 특별

규칙이 그런 독창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도로만 행사

된다. 따라서 체스 심판관의 모든 결정은, 설사 그 가운데 일부는 단지 그

규칙이 지닌 명백하고 불가피한 의미를 기초로 삼지 않고 그 규칙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삼아야만 할지라도, 체스의 확립된 규칙에 의해 직접적으로

요구되고 정당화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111/238)

어떤 법철학자들은 보통법 재판에 관하여 서술할 때 마치 그것이 이런

식으로 체스와 비슷한 것처럼 쓴다. 법규칙은 해석을 요구할 개연성이 체

스 규칙에서보다 훨씬 크다는 점만 다른 듯이 말이다. 이것이 예컨대 하트

교수의 논변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다. 그에 따르면 난해한 사건이 발생하

는 것은 단지 법규칙이 그가 ‘성긴 특성’(open texture)이라고 부르는 성격

을 지니기 때문이다.319) 그런데 판사들이 흔히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

는, 단지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한 법

관이 인용하는 규칙이나 원칙이 과연 규칙이나 원칙이라고 인정되어야 하

는지 여부이다. 어떤 사건들에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동일한 선

행 판결들을 유관한(relevant) 선례로 인정하면서도 이 선례들이 어떠한 규

칙이나 원칙을 수립하였다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

다. 체스와는 달리 재판에서는 특정한 규칙을 뒷받침하는(for) 논변이 그

규칙으로부터(from) 특정한 주장으로 나아가는 논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체스 심판관이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규

318) MacPherson v. Buick Motor Co., 217 N.Y. 382, 111 N.E. 1050 (1916).

319) H.L.A. Hart, The Concept of Law, 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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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호소하여 사건을 판정한다면 해고되거나 정신병자로 간주될 공산이

크지만, 그렇게 하는 판사는 로스쿨 강의에서 찬양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

다. (112/238-239)

그런데도 판사들은 선행 판결들이 새롭고 논란적인 규칙들의 정식화에

해석 이외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 기여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선행 판결들이 갖는 인력적 힘이 무엇인지에 관해

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선행판결들이 여하튼 인력적 힘을 갖는다

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한다. 입법자는 매우 흔하게 어떤 쟁점을 둘러싸고

자신의 표를 어디에 던져야 할지를 결정할 때 배경적 도덕률이나 정책

(background morality or policy)의 문제들에만 관심을 둘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투표내용이 입법부 내 동료들의 투표내용 또는 과거 입법부들의 투

표내용과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관이 그런 유의

독립적 성격(character of independence)을 띠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판사는

언제나 자신이 독창적인 판결에 대하여 제공하는 정당화를 다른 판사들이

나 공직자들이 과거에 내렸던 결정들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다.(112/239)

실제로 훌륭한 판사들은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개괄적인 방식으로 설명

하고자 할 때,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까지도

느껴지는 제약들(constraints), 자신이 입법자였다면 어울리지 않을 제약들

을 기술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법을 찾는다. 예를 들면 그들은 전체로서의

법 안에 내재하는(immanent) 새로운 규칙들을 발견한다거나, 정치보다는

철학에 속하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법의 내적 논리(an internal logic of

the law)을 시행한다거나, 자신은 법이 작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순수화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대행자(the agents through which the law works

itself pure)라거나, 법은 비록 그 생명이 논리(logic)가 아닌 경험

(experience)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헤라클레스는 이런 유명한 은유와 의인화에 만족해서

는 안 되지만, 또한 그런 것들이 최상의 법률가들에게 갖는 호소력을 무시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법과정 묘사에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

(112/239-240)

판례가 갖는 힘이란 판례가 입법의 한 부분으로서 지니는 법규제정적 힘

이 전부라고 여기는 어떠한 이론도 판례의 인력적 힘(the gravitational



- 129 -

force of precedent)을 포착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법의 부적절함

(inadequacy)은 더 우월한 하나의 이론(a superior theory)을 암시한다. 판

례의 인력적 힘은 법규를 시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the wisdom of

enforcing enactments)이 아니라 같은 사안을 같게 다루는 것이 공정하다

는 점(the fairness of treating like cases alike)에 호소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과거의 정치적 결정을 보고하는 기록(the report of

an earlier political decision)이다;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이,

정치사의 한 부분으로서, 장래에 다른 사건들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해야

할 어떤 이유를 제공한다. 판례의 인력적 힘에 관한 이런 일반적 설명은

법규제정 이론(the enactment theory)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특성, 즉 판례

의 힘은 그 판결문 상의 언어로는 포획되지 않는다(the force of a

precedent escapes the language of its opinion)는 점을 설명해 준다. 만약

어떤 공동체의 정부가 하자있는 자동차를 만든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결함

때문에 손해를 입은 여성에 대해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였다면, 이 역

사적 사실은 왜 동일한 정부가 피고용인들의 하자있는 작업으로 경제적 손

해를 야기한 도급업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유를 제공해야만 한다. 우리는 ‘적절하게 해석

된다면 선행 결정의 언어가 도급업자로 하여금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

는지 여부’를 물음으로써가 아니라 이와는 다른 물음, 즉 ‘정부가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개입해 놓고 다음 번 사건에서는 도움을 거절하

는 것이 공정한가’를 물음으로써, 그러한 이유의 비중(weight)을 검사할 수

있을 것이다.(113/240)

헤라클레스는 이러한 공정성 원칙(doctrine of fairness)이 판례 실행 전

체에 대하여 유일하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그는

난해한 사건을 판결할 때 자신이 지니는 책임들에 관한 추가적인 결론들도

이끌어낼 것이다. 이 결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과거 판결들의

인력적 힘을 그 판결들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원리논거들의 외연(the

extension of the arguments of principle necessary to justify those

decisions)에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선행판결이 전적으로 어떤

정책논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여겨진다면, 그 판결에는 어떠한 인력적 힘

도 없을 것이다. 그 판결이 선례로서 지닌 가치는 그것이 지닌 법규제정적

힘으로, 즉 판결문의 특정 어구에 의해 포착되는 추후의 사건들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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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어떤 집합적 목표의 분배적 힘(the distributional force of a

collective goal)은, 앞서 보았듯이, 우연적 사실과 일반적 입법전략의 문제

이다. 만약 정부가 맥퍼슨 부인을 위하여 개입하였고, 그 이유가 그녀에게

그러한 개입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현명한 전략이

경제적 효율 같은 어떤 집합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을 제

시하였기 때문일 뿐이라면, 정부가 스파르타 제철 사건의 원고를 위하여

개입해야 마땅하다는 유효한 공정성 논거는 전혀 존재할 수 없다.(113/241)

왜 그런지를 알려면 입법부의 결정이 정책논거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일관성(consistency)의 이름으로 입법부에 부과하는 요구들이 사소

하다(slight)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320) 입법부가 집합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구별들의 자의성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입법부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결정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공정한

분배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강도가 낮은 요구사항들은 한 집단에게 상당량

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른 집단들에게는 이를 제공치 않는 것과 분명히

양립가능하다.(114/242)

따라서 정부가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집합적 목표를 추

구했다고 해서 유사한 경우가 생길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공정성 논변은 존재할 수 없다. 그저 정부

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과거에 내린 결정에서 채택한 목표나 수단에 대

하여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다. 책임있는 정부는 상이한 목표들을

파편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in a piecemeal and occasional fashion) 추구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설령 특정한 목표에 이바지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규칙을 후회하지 않고 계속 시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한 목표에 동일

한 수준으로 이바지할 다른 규칙들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테면 자동차의 결함에서 야기되는 손해들에 대하여 제조업체들에게 배

상책임이 있다는 규칙을 입법하면서도, 스파르타 제철 사건에서 문제된 손

해와 같은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도급업자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세탁

기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칙을 입법하기는 거부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물론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집합적 목

표의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혼합에 전반적으로 이바지하는 결정들을 내려

야 하지만 시민들이 갖는 권리라면 어떤 권리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

320) 113/241 각주 1. Williamson v. Lee Optical Co., 348 U.S. 483 (1955)에서 Douglas 대법관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입법에는 균일성이나 일관성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일관성의 

요구는 원칙의 경우와 정책의 경우에서 달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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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일반적 요구사항은 맥퍼슨 부인의 손을 들어준 사법적 결정이 실제로

지닌 것으로 여겨졌던 인력적 힘 같은 것은 어떤 것도 뒷받침하지 않을 것

이다. (114-115/243)

그러므로 헤라클레스는 특정한 판례가 지닌 인력적 힘의 범위를 정할

때, 그 판례를 정당화하는 원칙논거들만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맥퍼슨 부

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서 상정되는 것이 그저 그녀를 승소하게 만드는

규칙이 어떤 집합적 목표에 기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면, 판례의 사회실행이 의존하고 있는 공정성

논변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과실에 의하여 어

떠한 방식으로든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맥퍼슨 부인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구체적인 배상청구권(the same concrete right to recover)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추후의 사건에서는 그런 배상

청구권과 경쟁하는 권리들이 그녀의 사건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타협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후 사건의 원고가 동일한 추상적 권리(the

same abstract right)를 갖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만약

그러하다면, 후행 사건에서 상반되는 내용의 판결이 공정하리라는 점을 보

여주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권리들을 인용하는 어떤 특별한 논변이 요구될

것이다. (115/ 243-244)

판례의 인력적 힘은 그 판례를 지지하는 원칙의 논거들에 의해 정의된

다고 하는 헤라클레스의 첫째 결론은 둘째 결론을 시사한다. 그가 속한 공

동체의 사법실행은 선행 판결들이 일반적인 인력적 힘(a general

gravitational force)을 지닌다고 가정하므로, 헤라클레스가 그러한 사법실행

을 정당화하려면 반드시 권리테제가 자기 공동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상정해야만 한다. 선례가 이바지했던 목표가 이제 충분히 달성되었다거나

법원이 이제는 지금까지 경시되었던 다른 어떤 목표에 주력함으로써 어쩌

면 판례가 어떤 다른 경우에 이바지했던 목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

는 것은 결코 어떤 판례의 인력적 힘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논변이라고 여

겨지지 않는다. 판례의 사회실행에서는 이런저런 사법판결을 추천하는 근

거논리들(rationales)이 그런 식으로 파편적으로(=조금조금씩)(piecemeal)

구현될 수 있다고 상정되지 않는다. 만약 특정한 판례가 특정한 이유로 정

당화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만약 그 이유가 소송중인 사건에서 특정한

재판결과를 다시 추천할 것이라면; 만약 선행 판결이 철회되거나 여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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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뉘우침(institutional regret)의 문제로 여겨지거나 한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후행 판결의 결론은 선행 판결과 같아야 한

다.(115/244)

헤라클레스는 사법판결은 정책논거보다는 원칙논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여겨져야만 한다는 점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쩌면 명시적으로 인식

되지는(recognized) 않을지라도 이해는 되고 있다고(understood)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는 판사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선례로부터의

추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익숙한 개념, 즉 보통법에서 기저에 있거

나 내장되어 있는 어떤 원칙들이라는 개념(the concept of certain

principles that underlie or are embedded in the common law)이 그 자체

로 권리테제의 은유적 진술일 뿐(only a metaphorical statement of the

rights thesis)임을 깨닫는다. 이제부터 그는 난해한 보통법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판결 속에서 그 개념을 사용해도 될 것이다. 그것은 그런 난해한

사건들을 판결하는 데에 하나의 일반적 심사기준(a general test)을 제공하

는데, 이 기준은 게임의 성격에 대한 체스 심판관의 개념이나 입법목적에

대한 헤라클레스 자신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원칙들의 어떠한 집

합이 선례들을 가장 잘 정당화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제시하며, 이 질

문은 한편으로 판례의 사회실행에 대한 일반적 정당화(the general

justification of the practice of precedent)인 공정성과 다른 한편으로 어떤

개별적인 난해한 사건에서 그 일반적 정당화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자기 자신의 판단의 양자 사이에 가교를 놓는다.(116/ 244-245)

헤라클레스는 이제 유관한 선례들 각각에게 그 선례의 판결을 정당화하

는 원칙의 어떤 도식(=구도, 편제)(scheme of principle)을 할당함으로써 보

통법의 기저에 놓여있는 원칙들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그는 이 개념과 그가 제정법 해석에서 사용했던 제정법의 목적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것이다. 제정법 관련 사

건에서 그는 현안의 특정한 제정법의 목적에 관한 어떤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이때 입법부의 여타의 행위들은 그 제정법과

어우러지는 정도가 거의 같은 이론들 사이에서 행하는 선택에 도움이 될

한도 내에서만 참조하였다. 그러나 만약 판례의 인력적 힘이 ‘공정성은 권

리들의 일관성있는 시행을 요구한다’(fairness requires the consistent

enforcement of rights)는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헤라클레스는 소송당

사자가 그에게 주목하라고 제시하는 특정한 판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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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판관할 이내의 다른 모든 사법판결과도 어우러지고, 나아가서 정책보

다는 원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보아야 하는 한에서는 제정법들과도

어우러지는 그런 원칙들을 발견해야만 한다. 만약 그가 확립된 것으로 인

용하는 원칙들 자체가 그가 속한 법원이 역시 지지하고자 하는 다른 판결

들과 모순된다면, 그는 자신의 판결이 확립된 원칙들과 일관성을 띠며 그

러므로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다. (116/245-246)

법은 이음매 없는 망(a seamless web)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원고는

헤라클레스에게 법이 마치 그런 것인 것처럼 취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

다.(116/246)

이제 내가 왜 우리의 법관을 헤라클레스라고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헌법 및 제정법 규정들이 원칙에 의거하여 정당화되

어야 하는 한에서는 그 규정들까지 망라해서 모든 보통법 판례들에 대하여

정합적인 정당화(a coherent justification for all common law precedents

and, so far as these are to be justified on principle,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provisions as well)를 제공해 주는 추상적-구체적 원칙들의 도식

을 구성(construct a scheme of abstract and concrete principles)해야만 한

다. 이루는 헤라클레스가 정당화해야 하는 법적 결정들의 방대한 자료 안

에서 수직적 질서와 수평적 질서[=질서구조](a vertical and a horizontal

ordering)를 구별함으로써, 이러한 과업의 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수직적 질서는 권위의 층위들(layers of authority)을 구별함으로써 마

련되는데, 이 층위들 속에서 공직자의 결정들은 하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지닌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미합중국에서

수직적 질서의 대략적 성격은 뚜렷하다. 헌법구조가 최고 수준(level)를 점

하고, 그 구조를 해석하는 연방대법원과 기타 법원들의 판결이 그 다음이

며, 다양한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 그 다음, 그리고 각 수준에서 보통법

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법원들의 판결이 그 아래에 있다. 헤라클레스는 이

들 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원칙에 대한 정당화를 조정(arrange)함으로써

각 정당화가 상위 수준에서의 정당화를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원칙들과 일

관성을 띠도록 해야만 한다. 수평적 질서의 요구는 단순하게, 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정을 정당화한다고 여겨지는 원칙들이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결정들에 대하여 제공되는 정당화와도 일관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116-117/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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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클레스가 자신의 비상한 솜씨를 이용하여 이러한 전체적 도식(entire

scheme)을 미리 안출하려고 함으로써 개별적 판결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

하다면 하나의 전체적 법이론(an entire theory of law)을 갖추고서 소송당

사자들을 맞을 채비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는 우선 수직적 질서를 尊讓하

여(deferring to), 자신이 이미 사용하였던 헌법이론(the constitutional

theory)을 설계하고 다듬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헌법이론은 다른

판사가 발전시킬 이론과는 다소 다를 것이다. 헌법이론이란 제도적 부합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관한 판단들과 더불어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에 관한 판

단들을 요구하는 것이며, 헤라클레스의 판단들은 아무래도 다른 판사들이

내리는 판단들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수직적 질서의 높은 수준에서 나

타나는 이러한 차이들은 각 판사가 하위 수준에서 제안할 도식에 대하여

상당한 힘을 행사할 것이다. 예컨대 헤라클레스는 입법권에 대한 어떤 실

체적인 헌법적 제약들은 국가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추상적 권

리를 가정함으로써 가장 잘 정당화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는 그러한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훨씬 더 추상적인 권리인 자유권의 귀

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불법행위법이 이에[=헌법적

권리에] 조응하여 동료시민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추상적 권리

를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여길 것이다. 만

약 다른 판사는 사생활과 자유 사이의 연계성에 관한 헤라클레스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그의 헌법해석을 설득력있는 것으로 수용하

지 않는다면, 그 판사는 불법행위법의 올바른 발전에 관해서도 견해를 달

리할 것이다.(117/ 247-248)

그래서 일부 판단들은 논란적일지라도 헤라클레스 자신의 판단들이 미치

는 영향은 전반적인(pervasive)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판단들이 그

의 숙려 속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그가 구성하는 이론의 다양한 부분들이

그가 정당화해야 하는 법체계(the body of law)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립적인 신념들(independent convictions)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

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앞에서 언급했던 고전적 재판

이론들을 따르지는 않을 것인데, 그 이론들에서는 판사가 제정법이나 판례

의 명확한 지시가 고갈되는 지점까지는 그것을 따르다가 그 지점 이후로는

자유롭게 규칙을 만든다고 상정한다. 헤라클레스의 이론은 오히려 제정법

이나 판례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론이며, 물론 그가 그

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자기 자신의 지적, 철학적인 신념들을 반영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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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지만, 이는 그러한 신념들이 바로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논변에

서 어떤 독립적인 힘을 지닌다고 상정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문제이다.321)

(117-118/ 248)

(2) 실수(mistakes) 이론과 판례변경

헤라클레스가 마주하게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판례들의 집합

에 대한 정당화의 도식을 구성하면서 헤라클레스는 이 사건들을 판결했던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에 결부시킨 논변들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부여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는 이 판결문들 속에서 자기가 발견하고 그런

다음 해석을 할 수 있을 제정법의 역할을 해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밀한

(precise) 명제를 언제나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거의 언제나 그

판결문들에는 해당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추천한다고 여긴 명제들의 형태

로 논변이 담겨 있을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정당화 도식 속에서 이

명제들에 대하여 단지 시초적 또는 卽面的 지위(an initial or prima facie

place)만을 부여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한 도식의 목적은 정부가 일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상정하는 권리들을 모든 사람에게 확장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의 충족에 있다. 정부 공직자 한 사람이 자기가 내리는 결정의 근

거로 어떤 원칙을 제시한다는 사실은 정부가 거기까지는 실제로 그 원칙에

의존함을 즉면적으로 입증한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118/248-249)

그러나 기저적인 공정성 논변(the underlying argument of fairness)의

주된 힘은 과거지향적(backward-looking)이지 않고 미래지향적

(forward-looking)인 것이다. 맥퍼슨 부인 사건이 지닌 인력적 힘이 기초로

삼는 것은 그녀가 자기의 뷰익 자동차에 대하여 배상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녀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장래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한다는 사실이기도 하다. 만약 법원이 그 판결을

변경(overrule)하기로 하였다면, 그 사건에서 내려진 실제 판결에 터잡는

어떠한 실질적인 공정성 논변도 스파르타 제철 사건 원고가 승소할 수 있

도록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카도조가 인용한 원칙과는 다른 원

칙이 맥퍼슨 판결을 정당화하는 원칙으로 발견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이 다른 원칙이 카도조가 정당화해 주지 않는 상당히 많은 판례들까지도

정당화해 준다면, 또는 만약 그것이 수직적 질서 내 상위 등급의 판결들을

321) 이하 pp. 123-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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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해 준다고 여겨지는 논변들과 더 순조롭게 어우러진다면, 그렇다면

이 새로운 원칙이 추후의 판결들을 위한 더 만족스러운 기초가 된다. 물론

카도조의 원칙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기를 지지하는 이런 논변은 만약 새로

운 원칙이 더 추상적이라면, 그리고 만약 카도조의 원칙이 그러한 더 추상

적인 원칙의 구체적인 형태일 뿐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것이

다. 그런 경우 헤라클레스는 카도조가 자기 판결에 대하여 제시한 설명을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하여 통합시킨다(incorporates). 사실 카도조는 자신이

의존했던 선행 판결인 Thomas v. Winchester322) 판결에서 나왔던 의견을

바로 그런 식으로 이용하였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원칙이 상이한 노선을

개척함으로써 하나의 판례나 일련의 판례들을 그 판결문들에서 제안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근거 위에서 정당화해 줄 수도 있다. 사생활권에 관한

브랜다이스(Brandeis)와 워렌(Warren)의 유명한 논변이 하나의 극적인 예

이다: 그들은 이 권리가 법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

반대로 무척 다양한 판결들에서, 담당 판사들이 그런 권리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논변을 그렇게 파악한다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만약 헤

라클레스가 그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다른 결과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의 이론은 때로는 일종의 빛나는 사기라고 여

겨지기도 하는 그들의 논변이 왜 적어도 그 야망에서만큼은 건전한 것이었

는지를 보여준다. (118-119/ 249-250)

헤라클레스는 또한 이와는 다르고 더 큰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 만약 그

가 속한 법원의 역사가 하여간 복잡하다면, 그는 자신이 수용했던 총체적

일관성(total consistency)의 요구라는 것이 만약 이 요구를 적용하는 과정

에서 제도적 역사의 일부분을 실수라고 무시할(disregard some part of

institutional history as a mistake) 수도 있다는 생각이 포함되도록 그것을

더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강한 요구라고 판명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뛰어난 상상력을 갖고서도 현행의 모든

제정법과 판례들을 조화시키는 원칙들의 집합은 어떤 것도 발견해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과거의 입법자와

판사들이 모두 헤라클레스의 능력이나 통찰력을 보유했던 것도 아니고, 그

들이 모두 동일한 마음과 견해를 지녔던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322) 6 N.Y. 39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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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과 판결들의 어떠한 집합이든 역사학적, 심리학적, 또는 사회학적으

로 설명될 수는 있지만, 일관성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justification)이지

설명(explanation)이 아니며, 정당화는 그럴듯한 것이어야지 야바위여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구성하는 정당화가 자의적인 구별을 행하고 호소력 없

는 원칙들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정당화의 축에 들지도 못한다. (119/

250-251)

그는 공정성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역사를 정당화는 원칙들의 정합적

인 집합을 발견할 수 있는가?

고의적인 침해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과실에 의

한 손해의 배상은 추상적 권리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인 이유로만

인정된다? 이러한 제도사 분석은 보통법 판결들, 특히 과실로 인한 손해에

기한 배상청구의 일반적 권리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이정표적(landmark) 판

결들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들이 정책적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

고 말할 수는 없는데, 권리테제에 따르면 법원이 배상책임을 확장하는 일

은 정책논거가 아닌 원칙논거에 부응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그런 판결들을 실수로 치부해야 한다. (120/ 252)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이든 헤라클레스는 ‘제도적 역사에 대한 정당화는

그 역사의 일정 부분을 실수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a justification of

institutional history may display some part of that history as mistaken)

는 생각이 포함되도록 자기 이론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가

이런 장치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데, 만약 제도적 역사상 양립불

가능한 부분이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자신의 일반이론에 미치는 추가적

인 영향들은 전혀 없이, 실수라고 여길 수 있다면, 일관성이라는 요구는 결

코 진정한 요구사항이 아닐 것이다. 그는 모종의 제도적 실수 이론(theory

of institutional mistake)을 발전시켜야 하고, 이 실수 이론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제도적 사건(event)을 실수라고 여김으로써

추가적 논변들에 초래되는 결과들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런 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들의 수효와 성격을 제한해야 한다.(121/254)

헤라클레스는 이러한 실수 이론의 첫째 부분을 두 쌍의 구별을 통하여

구성할 것이다. 그는 먼저 모든 제도적 사건이 갖는 특수적 권위(the

specific authority of any institutional event), 즉 제도적 행위로서 단지 자

신이 기술하는 특정한 제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권한과, 그것이 지니

는 인력적 힘(gravitational force)을 구별할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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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실수라고 분류한다면, 그는 그것의 특수적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의 인력적 힘을 부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관성을 위반하지 않

고서는 다른 논변들에서 그 힘에 호소할 수 없게 된다. 그는 또한 붙박힌

(embedded) 실수와 교정가능한(corrigible) 실수를 구별할 것이다; 붙박힌

실수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닌 특수적 권위가 고정적(fixed)이어서, 인력적

힘을 상실할지라도 그 권위는 살아남게 된다; 교정가능한 실수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닌 특수적 권위가 인력적 힘에 의존하므로 이 힘을 상실하면 권

위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121/ 254)

그의 이론 중 헌법 수준을 다루는 부분은 어떠한 실수가 붙박힌 실수인

지를 결정할 것이다. 예컨대 헤라클레스의 입법부 최고성(legislative

supremacy) 이론은 자신이 실수라고 취급하는 제정법은 모두 인력적 힘을

상실하지만 특수적 권위는 상실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것이다. 설령 그

가 항공기 사고 책임을 제한하는 제정법의 인력적 힘을 부인한다고 해도,

그 제정법이 이에 의해 폐지되지는 않는다; 그 실수는 붙박힌 것이어서 그

특수적 권위는 살아남는다. 헤라클레스는 그 제정법이 책임에 부과하는 제

한을 계속 존중해야만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더 약한 권리를 옹호하는 데

에 이것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헤라클레스가 어떤 엄격한 선례

구속주의를 수용하고 회계사의 과실에 기한 권리를 부인하는 판결 같은 어

떤 사법판결을 실수라고 지목한다면, 이 엄격한 노선에 따라서 그 판결의

특수적 권위는 그것이 지닌 법규제정적 힘에 국한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보

존되겠지만, 그 판결의 인력적 힘은 상실될 것이다; 그것은 프랭크퍼터

(Frankfurter) 대법관의 문구를 빌리자면 법적인 표류화물 또는 방출화물(a

piece of legal flotsam or jetsam)이 될 것이다. 둘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21-122/254-255)

이상은 꽤나 간단하지만, 헤라클레스는 그의 실수 이론을 구성하는 둘째

부분에 더 큰 노고를 쏟아야 한다. 그는 판례의 일반적 사회실행에 대해

자신이 제공했던 정당화에 의하여, 제정법과 보통법 판결의 전체 체계(the

entire body)에 대한 더 상세한 정당화를 원리의 도식이라는 형태로 구성

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나 정당화해야 할 대상의 일부를 실수라고 지목하

는 정당화는 그리하지 않는 정당화에 비하여 즉면적으로는 힘이 약하다.

헤라클레스가 구성하는 실수 이론의 둘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론이 어떠한 실수도 인정하지 않거나 실수라고 인정되는 대상을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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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하는 다른 어떠한 이론보다도 더 강력한 정당화(a stronger

justification)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입증이 이론구성의 단순한 규칙

들로부터의 연역일 수는 없지만, 만약 헤라클레스가 앞서 수립한 판례와

공정성 사이의 연계(the connection ... between precedent and fairness)에

유의한다면, 이 연계는 그의 실수이론을 위한 두 가지 지침(two

guidelines)을 제시해 줄 것이다. 우선 공정성은 제도적 역사에 주목하는데

(fixes on), 이때 제도적 역사는 단지 역사로서가 아니라 정부가 미래에까

지 계속하기로 했던 하나의 정치적 프로그램(a political program)으로서 주

목된다; 즉 공정성은 판례의 과거지향적 함의가 아닌 미래지향적 함의[=영

향, 결과]를 포착한다(it seizes on forward-looking, not the

backward-looking implications of precedent). 만약 헤라클레스가 제정법이

든 사법판결이든 과거의 어떤 결정이 이제는 관련 분야의 전문직 내부에서

널리 후회의 대상이 되고(regretted) 있음을 발견한다면, 이 사실은 그 자

체로 해당 결정을 파기가능한[=취약한](vulnerable) 특징을 띠는 것으로 구

별해 준다(distinguish ... as vulnerable). 둘째로 헤라클레스는 일관성을 요

구하는 공정성 논변이 정부 일반이나 특히 판사들이 부응해야 하는 유일한

공정성 논변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가 어떠한 일관성 논변과도

전혀 상관없이 특정한 제정법이나 판결이 해당 공동체의 고유한 공정성 개

념 안에서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릇되었다고(wrong because unfair, within

the community's own concept of fairness)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해당 결

정을 구별해 내고(distinguish) 파기가능한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는 자신의 전반적 정당화의 수직적 구조(the vertical structure of his

overall justification)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서 이 지침들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하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지

는 결정들보다 파기가능성이 높게 된다.(122/255-256)

그러므로 헤라클레스는 실수 이론의 둘째 부분에서 적어도 두 개의 준칙

(maxims)을 적용할 것이다. 만약 그가 역사의 논변(arguments of history)

에 의하여 또는 법공동체의 어떤 감각(some sense of the legal

community)에 호소함으로써, 특정한 원칙이 비록 한때는 입법부나 법원을

설득하여 어떤 법적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호소력을 지녔으나

이제는 그 힘이 너무 작아져서 더 이상 그런 결정을 생성시킬 개연성이 없

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원칙을 뒷받침하는 공정성 논변은 꺾이게 된다

(undercut). 만약 그가 정치적 도덕성의 논변(arguments of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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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ity)에 의하여 그러한 원칙이 대중적 인기와는 별개로 부정의함을 보

여줄 수 있다면, 그 원칙을 뒷받침하는 공정성 논변은 압도당하게 된다

(overridden). 헤라클레스는 이러한 구별취급들이 다른 판사들의 실행 속에

서 친숙한 것임을 발견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의 직무수행 과정이 갖는 법

철학적 중요성은 이제 그가 난해한 사건에 관해서 창조해 낸 이론의 새로

움(novelty)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친숙함(familiarity)에 있

다.(122-123/256-257)

제2절. 비판적 평가

(1) 드워킨 이론의 방법론적 의의

드워킨의 이론은 ‘탈형이상학의 시대에 실천적 앎이 가능한가?’라는 물음

에 대한 법학 영역에서의 답변이다. 그의 구성적 해석 이론은 사회실행에

대한 해석학이자 실용주의적 진리론의 실천으로서, 자유주의적 정당성을

기초로 삼는 법의 정당화와 비판을 위한 이론이다.323)

또한 드워킨의 법철학은 20세기 후반 미국 헌법재판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이에 대한 정당화 이론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워렌법

원 이래의 권리혁명을 자유주의적으로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이런 식의 헌

법재판이 사법부의 專制가 아니라 여전히 법의 지배와 조화될 수 있는 것

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드워킨의 이론인 것이다.

따라서 드워킨의 법철학에서 가장 극적인 대목은, 바로 그가 과거의 사

법판결을 ‘실수’(mistake)로 낙인찍고 판례를 변경하는 법적 추론 과정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드워킨의 선례 및 실수 이

론은 보통법의 기본 원칙인 선례구속주의의 틀 속에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는 보통법 이론 자체의 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드워킨의 이론이 법철학의 전통적인 양대

323) 드워킨의 방법론적 배경을 제공했던 롤즈는 정의론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에서 기존

의 전통적 이론들이 내세워 왔던 형이상학적/종교적/도덕적 진리(truth)라는 기준을 소거하고 다원성의 

사실(fact of pluralism)로부터 수용되는 상호합리성(reasonableness)과 공적 이성/이유(public 

reason)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롤즈 후기의 사상적 전환은 초기 <정의론>에서부터 시작되

었던 '칸트의 탈형이상학화'가 '칸트의 실용주의화'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칸트의 정치이론은 그의 도덕이론과 달리 이미 실용주의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견해도 나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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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로 이해되어 온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가운데 어느 갈래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이론임과 함께, 보통법 이론을 유구한 전통을 지닌 제3의 법

철학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법실증주의자인 줄스 콜먼은 법실증주의에 대한 드워킨의 공격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이렇게 표현하였다.324)

그[=드워킨]는 법실증주의를 ‘판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법의 토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이는 견해차이가 의미가 있으려

면 그들은 반드시 법의 토대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해야만 한다’는 견해

와 결부시킨다.

만약 그가 법실증주의의 신조들을 올바르게 진단하였다면 드워킨은 법

실증주의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반론을 찾아낸 것일지도 모르는데, 왜

냐하면 [그의 진단에 의하면] 마치 법실증주의는 ‘법의 토대가 무엇인

지’에 관한 견해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견해차이는 법실행의 중대한 특징이다. 근본

적으로 드워킨이 법실증주의에 대하여 품고 있는 그림[=상, 형상]은 하

트가 제시한 정식화 및 다수의 후속 실증주의 문헌들에 의하여 정당화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그림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법실증주의는 법과

법실행에 대한 어떤 건축학적인 묘사(a certain architectural rendering

of law and of legal practice)를 표상한다. 법은 하나의 닫혀 있는 규범

체계이며 그 경계는 견해일치의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일련의

시원적 전제들(initial premises)을 갖고 있고(우리는 이것을 승인규칙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전제들의 존재는 그것들이 단언하거나 규정

하는(assert or prescribe) 바에 관한 견해일치에 의존한다. 일단 이러한

규칙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in place) 우리는 법이라고 불리는 어떤 실

행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실행을 가능케 하며, 실행의 내부

와 외부에 함께 존재한다. 그것들은 법의 일부이지만, 말하자면 뒤범벅

[=짬뽕] 상태는(in the mix) 아니다. 그것들은 말하자면 카르납에서의

意味公準(Carnapian meaning postulates)과 같다. 그것들은 실행 내부

로부터의 수정을 당하지 않는다(not subject to revision from within

324) Jules L. Coleman, “Legal Positivism: Anglo-American Legal Positivism since H.L.A. 

Hart”(2005), in 5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n., Ed. Donald M. Borchert (Thomson 

Gale, 2006), pp. 239-245: 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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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actice);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면제된 상태에(immune) 있다.

만약 실행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토대 규

칙(the ground rules)을 변경하고 새로운 실행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로부터 변경되는 실행(a practice that changes from

within)은 갖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이 실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실행 자체를 구성하는 규칙들이 무엇인

지’에 관해서는 견해차이가 날 수 없다.

법실증주의에 대한 드워킨의 가장 흥미로운 반론들은 이러한 법의 건

축학(architecture of the law)에 의혹을 던지려는 노력으로서 다시 씌

어질(recast) 수 있다. 드워킨에게 법과 여타 규범체계들 사이, 법 내부

와 외부에 있는 것 사이를 가르는 경계의 유동성(fluidity), 그의 깊은

反아르키메데스주의(anti-Archimedianism) 등은 모두 동일한 문제를

공략하는 상이한 방식들이다. 드워킨은 법실증주의의 루돌프 카르납에

대한 윌러드 밴 오먼 콰인이다(Dworkin is Willard Van Orman Quine

to legal positivism's Rudolph Carnap).

콜먼을 비롯한 사람들이 주장해 왔듯이, 법실증주의의 핵심은 ‘법의 토

대의 토대가 사회적 사실―행태와 태도에 관한 사실들―’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실증주의에 대한 드워킨의 반론, 즉 ‘실증주의

는 법의 토대에 관한 견해차이를 해명할 수 없다’는 주장, 또는 이와

관련된 주장, 즉 ‘실증주의는 카르납적인 건축학을 법실행에 강요한다’

고 하는 주장을 반드시 함축하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사실 법실행에 대

한 콰인적인 그림은 실증주의와 전적으로 양립가능하다(In fact, the

Quinean picture of legal practice is completely compatible with

positivism).

(2) 비결정성의 문제

현대 법실증주의자들은 무엇이 효력있는 법인지를 식별하는 문제에 집중

하느라 법해석 및 법추론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다. 그 대표

적인 사례가 바로 하트이다.

그러나 하트가 법적 추론과 선례에 관하여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하트의 <법리학과 철학 논집>(Essays in Jurisprud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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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이하 EJP ]에서 하트는 자기비판과 해명, 그리고 자기수정을

통하여 법추론 이론의 대강을 피력하고 있다.

EJP에는 10년씩의 간격을 두고 발표된 세 편의 글이 실려 있다. 목차상

으로는 둘째 글이 “실증주의와 법과 도덕 구별론”(1958), 셋째 글이 “법철

학의 문제들”(Problems of the Philosophy of Law)(1967), 그리고 넷째 글

이 “영국인의 눈으로 본 미국 법리학: 악몽과 고상한 꿈”(American

Jurisprudence through English Eyes: The Nightmare and the Noble

Dream)(1977)이다. (이하에서는 이 세 글을 각각 ‘홈즈 강연문’, “법철학의

문제들”, “영국인의 눈”으로 약칭하겠다.)

하트는 EJP의 “서론”에서, 1957년 홈즈 강연이 있은 지 10년 뒤에 발표

한 “법철학의 문제들”과 다시 그 10년 뒤에 발표한 “영국인의 눈”을 통해

이미 자신의 견해를 상당히 수정한 바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트가 홈즈

강연문에서 피력했던 법과 도덕의 개념적 연관성 문제, 특히나 법규칙의

비결정성과 사법적 입법의 문제에 관한 견해는 후기로 가면서 완화되었다

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영국인의 눈”에서 하트는 법현실주의에 관하여

진전된 이해를 보인다. 1967년까지만 해도 하트는 미국의 회의주의적 사법

과정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러한[=특히 미국에서 사법과정의 본령이 ‘논리’(즉 ‘연역주의’ 내지

‘형식주의’)보다는 ‘경험’(즉 ‘창조적 선택’ 내지 ‘적합성에 관한 직관’)에

있다고 주장하는 회의주의적인] 이론의 일부 형태들에 따르면, 연역

적․귀납적 추론이라는 의미에서의 논리가 담당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

고 할지라도 법적 추론의 다른 방식들이나 이성적 기준들(other

processes of legal reasoning or rational criteria)이 존재하며,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여기에 따르고 있고 또 따라야 한다. 더 극단적인 형태

의 이론들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다. (“법철학

의 문제들”, EJP , p. 99. 밑줄은 역자가)

“법철학의 문제들”은 <철학백과사전>(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수록

항목으로 처음 발표되었는데, 당시 하트가 글의 말미에 제시하였던 참고문

헌 목록을 근거로 삼아서 추정해 보면,325) 위 인용문에서 “법적 추론의 다

325) 하트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사법판결에서의 규칙과 재량”에 관련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헌 

목록은 다음과 같다: John Dickinson, “Legal Rules: Their Func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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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법들이나 이성적 기준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란 존 디킨

슨, 에드워드 레비, 리처드 와서스트롬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그리고 “더

극단적인 형태의 이론들”이란 제롬 프랭크(Jerome Frank)를 비롯한 법현

실주의자들의 견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77년에 이르면 하

트는 (극단적 회의주의라고 평가했던) 법현실주의자들 자체 내에서 다시

온건파와 극단파를 구분하게 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법리학[=회의주의적 사법과정론]의 일부 형태들에

서 진지한 미국 법학자들이 악몽적 견해(the Nightmare view)를 단순

히 일부 어려운 재판 유형이 갖는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 마치 [모

든] 재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법제정의 일종이어서 결코 기존의 법

을 선언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 방금

나는 진지한 법학자들이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썼다고 말하였지 그들

이 그렇게 믿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악몽적 견해와 거

의 동일시되는 1920-30년대의 이른바 미국 현실주의 운동을 연구하는

최근의 한 역사가[William Twining, Karl Llewellyn and the Realist

Movement (1973)]가 제시한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설교하고 과감한 도발적 구호로 발표한 것처럼 보이

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그들이 지녔던 의도는 거의 언제나 겉으로 보

이는 구호들의 의미에 비하여 터무니없음의 정도가 훨씬 덜한 어떤 것

(something far less extravagant)이었다. 이는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언일 뿐 그 이상의 거창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 이것이

내가 법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라고 하는 홈즈의 유명한 말과 관련

해서 확실히 사실이다. 또한 “[판사들이] 분쟁과 관련하여 행하는 바

… 이것이 법 그 자체”라고 하는 칼 르웰린의 말과 관련해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다. 다만 1930년대에 하나의 고전으로 환영받았던 제

롬 프랭크의 <법과 근대적 마음>(Law and the Modern Mind)에 관해

i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79 (1931); John Dickinson, “The Problem of the 

Unprovided Case”, in Recueil d'études sur les sources de droit en honneur de F. Gény (Paris, 

1934), Vol. 11[=II의 오기]; Jerome Frank, Law and the Modern Mind, 6th printing (New York, 

1949); Edward Levi, Introduction to Legal Reasoning (Chicago, 1949); John Wisdom, 

“Philosophy, Metaphysics, and Psycho-analysis”, in his Philosophy and Psycho-analysis 

(Oxford, 1952); Richard Wasserstrom, The Judicial Decis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1); Richard Wasserstrom,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in University of 
California Law Review 10 (1963); Jurimetric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28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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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같은 견해를 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판사를 구속

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판사에 의해 적용될 뿐 제정되는 것이 아닌 그

러한 법규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정신분석 치료

를 요하는 미숙한 형태의 페티시즘 또는 아버지 고착증이라고 낙인찍

고 있다.

홈즈는 결코 이러한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는 비록 판

사들이 어떤 지점에서는 실제로 입법을 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선언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였다. 즉 제정법의 아주 많은 영

역과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보통법의 다수 법리들, 예를 들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代價性(consideration)이라는 필요조건, 심지어 미국의

비교적 느슨한 선례구속성 이론의 요구 등은 충분히 결정성이 있기

(determinate) 때문에, 판사를 근본적으로 법제정자라고 묘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홈즈에게 판사의 법제정 기능은

“틈새의”(interstitial) 것이었다. 홈즈의 이론은 “삼단논법을 전면적으로

매도하는” 철학은 아니었다. (“영국인의 눈”, EJP , pp. 127-128. 밑줄

은 역자가)

사실 홈즈 강연과 <법의 개념> 제7장(형식주의와 규칙회의주의)에서 제

시되었던 법현실주의에 관한 하트의 견해는 여러 모로 비판을 받은 바 있

다. 하트가 홈즈나 법현실주의자들을 단장취의 식으로 단순화시켜 부당한

조소의 대상(Aunt Sally)으로 희화화하였다(caricature)는 비판도 있었고,

법현실주의와 법실증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는 양자의 주제를

범주적으로 혼동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326) 하트는 위에 인용된 “영국

인의 눈”에서 이러한 기왕의 비판들을 의식한 듯 “사상의 드넓은 영역들은

문맥에서 분리된 경구들을 가지고 평가될 수는 없다”(EJP , p. 124)는 自警

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하트는 ‘판사는 법을 발견하는가 제정하는가’라는 보통법의 오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미국 법철학의 양극단을 “악몽”과 “고상한 꿈”으로

비유하고 있다. “악몽”이란 모든 판결은 법제정이며 판사는 규칙에 제약된

326) 예를 들면 E. Hunter Taylor, Jr., “H.L.A. Hart's Concept of Law in the Perspective of 

American Legal Realism”, 35 Modern L. Rev. 606 (1972); 후일의 논의로는 Neil MacCormick, 

H.L.A. Hart (1981), ch. 10 [제2판(2008), ch. 11]; 최근에는 Brian Leiter, “Legal Realism and 

Legal Positivism Reconsidered”, 111 Ethics 278 (2001).



- 146 -

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리키고, “고상한 꿈”이란 모든 판결에는 정답

이 있어서 판사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다는 견해를 가리킨다. 하트

에 따르면 “[미국 법리학]은 두 극단을 왕복해 왔으며 그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 기착지들(many intermediate stopping-places)이 존재한다”(EJP , p.

125). 앞에서 르웰린이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극단적 법현실주의자가

아니라고 했던 하트는 이제 르웰린에 대하여 흔히 법현실주의와 동일시되

는 “악몽적 견해”보다는 오히려 파운드와 더불어 “비교적 온건한 형태의

고상한 꿈”(relatively modest version of the Noble Dream)(EJP , p. 136)

을 제시한 사람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법규칙의 비결정성에 직면한 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파운드와 르웰린의 법적 추론 내지 법해석 이

론에 대하여 “사법적 선택을 소거해 버릴 비책”(EJP , p. 135)이라는 측면

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영국인

의 눈”의 초점이 “가장 고상한 몽상가”(EJP , p. 137)로 지목된 드워킨의

비타협적이고 강경한 이론을 비판하는 데에 맞추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

고, 법현실주의자들의 입장 자체가 戰後에 상당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기

도 하겠지만, 또한 미국 법철학에 대한 하트 자신의 이해가 깊어졌다는 사

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론 중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되면서 아

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을 법적 추론 이론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려는 시도로

보이기도 한다. 요컨대 하트는 홈즈, 파운드, 르웰린의 견해를 다시 설명하

는 기회를 빌어서, 홈즈 강연문에서 제시되었던 자기 입장의 수정판을 ‘간

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미국의 사법과정론

가운데 판결만이 법이고 모든 법규칙은 비결정적이라고 하는 “악몽”(프랭

크)과 모든 사건에는 유일한 정답이 있다고 하는 “고상한 꿈”(드워킨)을 모

두 배척하면서, 그 양극단 사이의 “중간 기착지들”은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옹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27)

이상은 “영국인의 눈”만을 따로 놓고 보면 나오기 힘든 해석이지만, “서

론”과 결부시켜 읽으면 그 개연성이 분명해진다. “서론”에서 하트가 스스로

이러저러한 것을 밝히고(show) 있다거나 이야기하고(say)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을 실제로 “영국인의 눈”에서 찾아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홈즈,

파운드, 르웰린의 견해로 설명되고 있는 대목들밖에 없기 때문이다.328) 이

327) 하트가 말하는 “중간 기착지들”에 해당하는 이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첫째는 ‘회의

주의적이지만 극단적이지 않은 이론들’(존 디킨슨, 에드워드 레비, 리처드 와서스트롬)이고 둘째는 ‘법

현실주의 내의 온건파 이론들’, 즉 ‘비교적 온건한 형태의 고상한 꿈’(홈즈, 파운드, 르웰린)이다.

328) 포스테마는 최근의 책에서, 하트가 EJP에서 파운드, 르웰린, 드워킨을 모두 “고상한 꿈” 이론으로 

보았고, 따라서 이들의 이론에 대하여 모두 똑같은 정도로 반대하였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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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해석에 근거를 두고, “법철학의 문제들”과 “영국인의 눈” 가운데 하트가

EJP “서론”에서 자신의 수정된 입장을 서술할 때 염두에 두고 지목했다고

여겨지는 대목들을 통하여 우리는 후기 하트의 법적 추론 이론을 구성해

낼 수 있으며, 법원칙의 의의와 역할에 관한 입장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법규칙의 비결정성, 사법재량 및 재판입법의 불가피성]와

관련하여 내가 그 글에서 서술했던 내용에 비추어서 ‘기존의 확립되어 있

는 법이 어느 쪽으로도 판결을 결정지어 주지 않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판

사는 간단하게 법률서들을 제쳐 두고 더 이상 법에 구애받음이 없이 당면

한 사건을 위해 [백지상태에서] 새롭게(de novo) 입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나의 견해였

던 적은 결코 없으며, “법철학의 문제들”과 “영국인의 눈”의 여러 대목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히고(show) 있다. 즉 「사법부의 법제정에는 입

법부의 법제정과 구별되는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법으로 규율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는 사안들을 판결할 때 법원은 자신이

제정하는 새로운 법이 ‘기존의 법 안에 이미 토대를 갖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원칙이나 뒷받침해 주는 이유들’과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類比에 의한 판결(proceeding by analogy)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329) 그러한 사건을 판결할 때 법원은, 기존 법의 많은

영역이 구현하거나 이바지하는 대상이라고 이해될 수 있고 또 당면한 사건

에 대하여 결정성 있는 해답(a determinate answer)을 지시해 주는 그러한

‘어떤 일반적 원칙 또는 일반적 목표나 목적’을 원용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

다.330)

는 텍스트를 꼼꼼히 읽지 않은 데서 오는 오류일 것이다. Gerald J.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common law world (Springer, 2011), p. 324.

329) [원문] […] among the features which distinguish the judicial from legislative law-making is 

the importance characteristically attached by courts, when deciding cases left unregulated by 

the existing law, to proceeding by analogy so as to ensure that the new law they make is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r under-pinning reasons which can be recognized as already 

having a footing in existing law.

330) “법철학의 문제들”과 “영국인의 눈”에서 하트가 “밝히고” 있다고 하는 ‘사법적 법제정의 특성’과 관

련되는 대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결정성 있는 법규칙으로부터 연역된 것으로 제시될 수 없는 판결들은 흔히 자의적인(arbitrary) 것

으로 묘사되어 왔다. 사법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아직 태부족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모

든 것이 논리적 연역 아니면 자의적 판결일 뿐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분법과 더불어 그릇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법규칙이 오직 하나의 결론을 결정지어 주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들이밀거나 대안들 중에서 맹목적으로 선택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택”과 “재량” 같

은 단어나 “창조적 활동”과 “틈새 입법” 같은 어구들이 판결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때, 이런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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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 곧 법을 권리부여의 흠결[=빈틈] 없는 체

계(a gapless system of entitlements)로 보는 일반적인 전체론적 법이론(a

general holistic theory of law)이 옳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아닌데, 드워킨

(Dworkin)이 제시한 바와 같은 그러한 이론은, 내가 “영국인의 눈”에서 논

하고 있듯이, ‘판사들은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법을 결코 발견하는 것이 아

니라 언제나 제정할 따름’이라고 하는 “악몽”(nightmare) 같은 [법현실주의

자들의] 믿음만큼이나 진실과는 동떨어진 “하나의 고상한 꿈”(a noble

dream)이라고 할 것이다.331) 법의 기저를 이루는 원칙들(principles

underlying the law)을 탐색하고 동원하는 것이 시간을 연기시키기는 할지

라도 사법적 법제정의 필요성을 소거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모름지기

이 의미하는 것은 법원이 자신의 판결이유들을 조탁하는 노력(elaborating reasons for their 

decisions) 없이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며, 어떤 법체계든 이런 유의 판결을 내릴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들이 진공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규칙체계가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in the course of the operation of a working body of rules)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작동과정에서 갖가지 다양한 고려사항들(considerations)이 타당한 판

결이유로서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여기에[=고려사항들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다양한 개인

적․사회적 이익들, 사회적․정치적 목표들, 도덕과 정의의 규준들이 있으며; 이들은 개괄적으로 원칙

(principles), 정책(policies), 규준(standards) 등으로 정식화될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고려사항들 가운데 관련성이 있는 것이 오직 하나일 수도 있고, 이것이 결정성 있는 법규칙만큼이

나 모호하지 않고 명백하게 판결을 결정지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안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가 않기 때문에, 판사들은 자신의 판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불충분하지만 

서로 결합된다면 자신의 판결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복수의 고려사항들을 

열거한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상충하는 수가 많고, 따라서 법원은 이들을 비교 또는 형량하여

(balance or weigh) 그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동일한 고려사항들(그리고 이들

이 상충할 때 형량을 해야 할 동일한 필요성)이 선판례를 다루는 데서도 개재하는데, 이때 법원은 

선판례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대안적 규칙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혹은 관련성 

있는 사항들의 측면에서 당면한 사건이 과거의 사건과 충분히 유사한지 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 저술가들은 법규칙이 비결정적일 때의 사법판결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서 

여기까지는 견해가 일치할 것이다 […].  (“법철학의 문제들”, EJP, pp. 106-107)

르웰린은 [<보통법 전통>(The Common Law Tradition: Deciding Appeals, 1960)에서] “원대한 

필치”(grand style)의 사법판결을 옹호하는 가운데, 사건의 결과가 […] “논리 속에 운명지어져 있

지” 않다면 판사의 통제되지 않는 의지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정은 맹목을 초래하는 오

류라고 비난함으로써 이러한 믿음[=법규칙의 비결정성이 판사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

는 ‘악몽’]을 공격하였다. 특정 법규칙의 비결정성에 직면한 판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에는 홈즈가 

“선택의 주권적[=무제약적] 특권”이라고 부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판사가 곧바로 법제정자의 

입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틈새의 법제정자가 되는가 하면 그마저도 아니다. 판사

가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환상은 ‘법적 판단결정이 진공 속에서(in vacuo)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는 규칙, 원칙, 규준, 가치들의 체계를 배경으로 이

루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종이에 표현되어 있는 형태의 주어진 법

규정이 그 자체만으로는 결정성 있는 지침을 전혀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규정을 구성부

분으로 삼고 있는 전체 체계 속에는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면 결정성 있는 결론을 산출해 줄 원칙

들이 명시적으로든 잠재적으로든 존재할 수가 있다.  (“영국인의 눈”, EJP, pp. 133-134)

331) “영국인의 눈”, EJP, pp. 137-141; 그리고 “1776-1976: Law in the Perspective of Philosophy” 

(1976), EJP, pp. 152-15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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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안(hard case)에서는 서로 경합하는 유비들을 각기 뒷받침하는

상이한 원칙들이 나타날 수 있고 판사는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

게 마련이며, 마치 성실한 입법자(a conscientious legislator)의 경우처럼

이때 판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자신의 관념이지 미리

그를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칙들 간의 이미 수립되어 있는 우선순

위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드워킨의 이론이 함축하듯 기존의 법에 내

재하는 어떤 고차적 원칙들의 유일무이한 세트(some unique set of higher

order principles)가 그런 [어려운] 사건들 모두의 경우에 언제나 발견될 수

있어서 서로 경합하는 저차적 원칙들의 상대적 비중이나 우선순위를 배정

해 준다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사법적 법제정의 순간이 연기되는 데 그

치지 않고 소거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한 나의 논의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결함은 더 심각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설명방식상의 결함이 아니라 내용상의 결함이기 때문

이다. 홈즈 강연문[원문에는 “셋째 글”(=“법철학의 문제들”)이라고 되어 있

는데, 오기인 듯하다]은 법규칙의 비결정성(indeterminacy)을 논하면서 마

치 언제나 이것이 순전히 언어상의 문제인 양, 다시 말해 단지 개별 규칙

을 표현하는 데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는 단어들(the constituent words)이

지닌 비결정성의 함수이기만 한 것처럼, 다루고 있다.332) 내가 나중에 깨닫

게 되었고 “영국인의 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실 ‘하나의 규칙이 어

떤 개별적 사실관계에 적용되는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가’의 문제는 ‘확립

되어 있는 언어관행에 따를 때 이것이 그 규칙을 구성하는 단어들에 의해

결정지어지는가 아니면 열린 채로 남겨져 있는가’의 문제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흔히 법체계는 그것을 구성하는 규칙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들 이외에도 개별 사건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결정하는 데 이바지하는

다른 자원들(other resources besides the words) 또한 갖고 있기 때문이

다.333) 그러므로, “법철학의 문제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떤 규칙의

332) III. [둘째 비판론: 사법과정에서 형식주의의 오류와 분리론], ‘3-4. 형식주의 판사의 악덕: 반영부적 

개별사안의 분류는 논리인가 선택인가?’, 특히 610-611 / 67쪽.

333) “영국인의 눈”에서 “개별 사건에서 규칙의 내용과 의미를 결정하는 데 이바지하는 다른 자원들”, 

즉 ‘법규칙의 비결정성을 완화시키고 사법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논하는 대목을 찾아보면 다음

과 같다:

1920년대에 파운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다른 법학자들에 의해 대단히

강조되고 더욱 발전되었다: 즉 엄밀하게 한정된 법적 결론을 엄밀하게 한정된 세세한 사실관

계들에 결부시키는, 또 개별 사안을 그런 규칙 아래 단순히 포섭시킴으로써 판결이 도출되고

정당화될 수 있게 해 주는, 그러한 규칙들만 담고 있는 것으로 법체계를 묘사한다면 이는 지

나치게 협소한 이해라는 것이다. 법체계는 이런 종류의 규칙들 이외에 포괄적 일반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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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또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목적(the obvious or agreed purpose)

은 언어관행상으로는 그 적용 여부가 열린 채 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규칙

을 결정성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법규칙

의 문맥 속에 있는 단어들이 다른 문맥 속에서 지니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

를 지닐 수도 있음을 밝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334)

(large-scale general principles)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심지어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며, 한편 어떤 것들은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는 규칙들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가장 그럴듯한 가설로서 추론되어야(to be inferred as the most plausible

hypotheses) 한다. 그러한 원칙들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규칙들을 설명하는 데

에 쓰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개별 규칙들이 비결정적이거나 애매해 보이는 경우 또는 권위

있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관련 규칙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판결을 이끄는 일반

적 지침(general guidelines)이 되기도 한다. 법원은 자신이 그런 사건에서 자유롭게, 심지어

정의나 사회적 선에 대한 자신의 관념에 따라,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그 대

신에 단독으로 또는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로 기존의 분명한 규칙들을 설명하는 데 이바지하

는 동시에 당면한 사건에 대한 결정성 있는 결론을 산출해 줄 그러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원칙을 기존 체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

[…] [하지만 파운드의 생각에 따른다 할지라도 사법적 선택의 궁극적 필요성은 여전히 소거될 

수 없을 것이다.] 파운드에게 공정성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즉 그는 아마도 

‘적용가능한 개별적 법규칙이 없는 경우에 나름의 원칙들과 널리 인정되는 가치들을 지니는 하나의 

전체 체계가 결정성 있고 유일무이한 해답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법체계의 문자 그대

로 틀림없는 사실로서가 아니라 판사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규제적 이상(a regulative ideal for 

judges to pursue)으로서 착상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건전한 스타일(a salutary style)의 

사법판결을 지시할 것이고, 사법적 선택의 필요성을 완전히 소거해 버리기보다는 사법적 선택에 대

한 강력한 제약(a powerful constraint upon judicial choice)으로 작용할 것이다.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는 사법적 선택의 대체물이 아닌 사법적 선택에 대한 하나의 제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교적 

온건한 형태의 고상한 꿈은, 내가 생각하기에, 결국 칼 르웰린이 스스로 원대한 필치의 사법판결이

라고 명명한 것을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주창하는 가운데 고취했던 메시지이기도 하다. […] [르웰

린의 <보통법 전통>에 따르면,] 개별 규칙―‘종이 위의 규칙’(paper rules)이라고 비하하여 불리기

도 하는―이 비결정적임을 알게 된 사건에서 판사는 총합체적 체계의 “결”(grain)에 따라[=결을 거

스르거나 가로지르지 않고], 즉 그 체계의 폭넓은 원칙들과 확립되어 있는 가치들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판결을 “새겨 넣어야”(carve) 한다. 실정법의 비결정성에 직면한 판사는 체계에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임이 없이 그저 스스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판결하면 안 된다. 이것은 사법적 선

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약이며 상급심 재판에서 사법판결이 고도의 예측가능성을 띠는 원인이 

된다. […] 르웰린적 형태의 고상한 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한

다. 즉 판사들이 원칙들이나 널리 인정되고 있는 가치들이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선택을 행할 때, 

이 차원에서 그들에게 제시되는 대안들은 모두 그 아래로 포섭되는 법체계 내 광범위한 영역들의 

뒷받침을 받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어느 대안이 선택되든 그것은 기존 체계 속에 확고한 기초를 

두고 있을 것이고, 법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판결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

이다.  (“영국인의 눈”, EJP, pp. 134-135, 136-137)

334) “‘명료한 사안’을 명료하게 만들어 주는 것 또는 일반적 규칙을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 명백하고 유

일무이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완전하게 해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

다. […] 명료한 사안이란 그것이 어떤 규칙의 적용범위에 든다고 하는 일반적 합의(general 

agreement)가 존재하는 사안인데, 그런 합의의 원인을 그저 ‘공유된 언어관행의 용법에는 반드시 그

러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찾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지나친 단순화가 될 

것인데, 단어들의 일상적 용법과는 다를 수도 있는 법적 용법상의 특수한 관행들, 또는 그 자체로 명

시적으로 언명되거나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는 제정법의 목적에 의거함으로써 단

어들의 의미가 분명하게 통제되기도 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격적

으로 탐구하는 것이 법률해석론의 연구주제이다.”  (“법철학의 문제들”, EJP,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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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점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결과, 풀러(Fuller)가 홈즈 강연문에 대한

답변에서 논하였듯이,335) 결함이 있는 법률해석론에 이르고 말았으며, 명료

한 사안을 명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후일의 “법철

학의 문제들”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나의 논의가 이 점

에 관하여 더 상세하게 부연되고 바로잡아질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

러나 그것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법이 하나의 흠결 없는 체계라고 하는 주

장, 즉 ‘법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사안에서조차 모든 법 문

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판사는 결코 기존의 법에

의해 열린 채로 남겨져 있는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법제정 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찬성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상에서 하트가 드워킨의 이론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하트도 법해석에서 법원칙의 중요성을 결코 부인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그가 법원칙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남긴 이

야기가 별로 없음은 사실이다. 그의 말대로 때로는 재판입법이 필요하다면

판사는 이 경우에 자신의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재량권 행사

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이성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론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336)

바로 이 점에서 드워킨의 이론은 매력적이다. 판사가 법을 어떻게 이성

적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드워킨의 문제점은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 어떠한 사안인지를

말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즉 드워킨은 법수정의 이론(a theory of

revision)을 마치 법의 이론(a theory of law)인 양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337)

하트가 지적했던 바 소거되지 않는 비결정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드워킨

은 도처에서 그러한 비결정성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해석에서

부합의 차원과 정당화의 차원이 각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합되어야 하는

지의 문제, 그리고 법의 네 가지 덕목으로 거론되는 정의, 공정성, 적정절

차, 충실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그러하다.

335) Fuller, “Positivism and Fidelity to Law―A Reply to Professor Hart”, 71 Harvard L. Rev. 
630 (1958), 제7절 참조.

336)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In defence of a pragmatist approach to leg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71-172.

337)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In defence of a pragmatist approach to leg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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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은 ‘정답 테제’(right answer thesis)를 내세우지만, 현대사회가 그

도 인정하고 있듯이 다원주의적인 시대에 놓여 있다면, 그의 정답 테제는

‘하나의 옳은 답’(one right answer)이 아니라 ‘하나의 옳은 답들’(one right

answers)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판사들과 시민들은 각자의 ‘하

나의 옳은 답’을 추구하지만 그 결과는 복수의 ‘옳은 답’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민주주의의 문제

“법은 별개의 일정한 행동 무대를 지배하는 규칙이나 원리들의 목록, 또

는 우리 삶을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공직자와 그 권한들의 목록만으로 이루

어진 것이 아니다. 법의 제국은 영역이나 권한이나 절차가 아니라 태도

(attitude)에 의해 규정된다.”(LE: 413) 이 태도는 법원에서뿐만 아니라 우

리의 일상 생활 전반에 스며있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넓은 의미의 정치

에 대한 해석적이고 자기반성적인 태도(an interpretive, self-reflective

attitude addressed to politics in the broadest sense)이다. 그것은 프로테

스탄트적 태도(a protestant attitude)로서, 이에 의해 각 시민은 해당 사회

가 원리에 대해서 지닌 공적 신념(public commitments)이 무엇이며 새로운

상황에서 이러한 신념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책임을 지게 된

다. 법의 프로테스탄트적 성격이 확인되고 私的 결정의 창조적 역할이 인

정되는 것은, 사법 판결의 회고적이고 평가적인 성격, 그리고 판사들이 최

종적 결정권을 지니지만 이러한 이유에서 그들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 것

은 아니라는 규제적인 가정에 의한 것이다. 법의 태도는 구성적

(constructive)이다. 즉 법은 과거에 대해 정당한 충실성(faith)을 유지하면

서 더 나은 미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해석적인 정신 속에서 실행

에 대해 원리를 부여하고자 한다. 결국 그것은 우애적인 태도(a fraternal

attitude)로서, 계획과 利害와 신념 면에서 분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가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결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다. 여하튼 그

것이 바로 우리에게, 즉 우리가 되고자 하는 시민과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공동체에게, 무엇이 법인가 하는 데 대한 답이다.”(LE: 413)

하버마스는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적인 태도를 포함해서 드워킨 이론 전

반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이론이 대화적이지 않고 독백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헤라클레스라는 가상적이고 이상적인 판사를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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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규제적 이상의 제시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추론의 과정을 구성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단지 추론 내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만 기능하는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법은 작동과정에서 스스로를 순수화한다”(law works itself

pure)고 하는 보통법에 대한 경외적 태도는 보통법 전통의 핵심적 요소인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법이 순수화를 통해 구현하는 이성

이 법조집단 내부의 관습에 불과한 것이어도 괜찮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4) 덕성의 불가결성

영미법 전반에 과정적 법사고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선례를 둘러싼 실무와 이

론일 것이다. 앞에서 보통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보통법 규칙의 ‘정전

적 정식화’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음을 보았는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

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1) 과거의 현재의 법관, 상위와 하위의 법관, 변호인과 법관, 시민과 법

관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판단(력) 기준이 공유되는 대화공동체가 성립해

있어야 함;

(2) 법관이 과거 사건과 현안 사건 사이를 오가면서 선례의 판결이유를

상호합리적(reasonable)인 방식으로 구성해 내고 때로는 판례변경이 필요함

을 현명하게 간파하고 이를 공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변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변호인들이 제시하는 주장들을 기초로 삼아 행해지는 법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대화공동체(dialogical community)가 상호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엄밀하고 합당한 평판을 창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함.

이 가운데 특히 (2)에서 요구되는 ‘현명함’이 중요하다. 어차피 규칙은 일

반성을 띨 수밖에 없기에, 이 일반적인 규칙을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

구체적 타당성(appropriateness)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매 사안이 지닌 특

성들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이 요구된다. 이것은 인식적 덕성(epistemic

virtue)에 속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과 (3)에서 요구되는 상호합리적인 대화공동체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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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동하려면 문민성(civility)을 비롯한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이 함양

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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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제1절. 판례변경을 통한 생동하는 법의 지배

판례가 오랜 관습의 합리적인 선언이라는 보통법적 관념에는 두 가지 요

소가 함께 들어 있다. 하나는 ‘오랜 관습’이 가리키는 바 전통(tradition)으

로 표상되는 사실(fact)의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적인 선언’으로 표상

되는 이성(reason)의 요소이다. “내용 없는 사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

관은 맹목”이라고 했던 칸트의 말처럼, 법의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호 제약적이다. 법은 적나라한 사실에의 맹목적 추종을 이성으로 제약하

고, 이성의 공허함을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채워준다. 그리고 법은 이성의

유토피아적 열기를 사실의 냉정함으로 제약하고, 사실의 몰가치성에 이성

의 빛을 비추어 온기를 불어넣는다. 이러한 상호 보완과 상호 제약은 ‘원

칙’에 호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principle이라는 영어

단어에 대한 우리말 번역어로는 ‘原理’보다 ‘原則’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영

미의 법사상 및 정치사상은 인식론이나 윤리학 등의 철학사상에서와 마찬

가지로 경험주의적인 특징을 띤다.338) 경험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사실과

338) 일반적으로 영미의 사상은 대륙의 사상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는데, 중

세 이래 오늘날에까지 이르는 오랜 진화의 와중에서도 현저한 나름의 특징을 간직해 왔으니, 그것은 

바로 경험주의적인 경향이다. 일차적으로는 로마 교황청과의 지리적 거리, 이차적으로는 카톨릭 교회

와의 종교적 거리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런 경험주의에 따르면, 과학은 이론이성의 영역이지만 법

과 도덕과 정치는 실천지(phronesis; prudentia)의 영역이다. 16세기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아리스토

텔레스주의의 틀 속에서, 인간 삶을 규율하는 규범은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는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간세계를 규율하는 규범은 자연의 법칙(law of 

nature)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창조하는 실정법(positive law)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정적 규칙

(rule)을 관통하는 기저적인(underlying) ‘principle’은 우리말로는 ‘원리’가 아니라 ‘원칙’이라고 일컫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자연세계의 것이 아니고 인간세계의 것이라는 점, 이론이성의 영

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말

에서 ‘원리를 세운다/어긴다’는 말은 어색한 반면에 ‘원칙을 세운다/어긴다’는 말은 자연스럽다. 우리의 

언어관용상 원리를 세우거나 어기는 일은 인간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원칙을 세우는 일

은 규칙을 만드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원칙을 어기는 일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뿐이지 얼마든

지 가능하다.

      영미의 이러한 경험주의적인 법관념은 ‘법’을 가리키는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영어를 제외한 

여러 언어들에서는 ‘법률’과 ‘법’을 구별하고 후자에 ‘옳음 또는 권리’라는 의미를 동반시킨다: lex/ius 

(라틴어), Gesetz/Recht (독일어), loi/droit (프랑스어), ley/derecho (스페인어), zakon/pravo (러시아

어), ḥok/mishpat (히브리어). 하지만 영어에서는 ‘law’라는 단어 하나로 ‘법률’과 ‘법’을 모두 지칭하며

(물론 statute 등 ‘법률’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별도로 있기는 하다), ‘옳음 또는 권리’를 가리키는 단어

인 ‘right’는 ‘law’와 분리된 지 오래이다. 여기서 영미의 법실증주의적 경향이 드러난다.

      아울러 고전 보통법 이론의 수립자인 쿠크(Edward Coke) 판사가 보통법을 이성의 극치(per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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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조화시키는 가교로서의 ‘원칙’ 관념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차원은 공시적 차원이다. 무릇 원칙 관념 일반이 그러하듯이, 영미

의 법과 법학에서의 원칙 관념은 일정 시점의 법규범들이 하나의 체계

(system)를 이룰 수 있는 내적인 정합성(coherence)과 일관성(consistency)

을 갖도록 요청한다.

둘째 차원은 통시적 차원이다. 판례법은 그 기원에서부터 세월 속에서

(over time) 확립된 관습의 선언이라는 시간성(temporality)의 차원을 가지

며, 선례구속주의의 운용 과정에서도 선판례의 판결이유를 판정하는 일

(determining ratio decidenci)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를 요

구한다. 보통법 규칙들이 구현하는 기저적 원칙은 시간의 차원 속에서만

구성될 수 있다. 보통법은 오랜 세월 동안 잦은 수리로 인해 원래의 재료

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그 정체성과 동일성(identity)을 유지하는 그리

스 신화의 아르고船(the Argo)(Selden, Hale)으로, 또는 방마다 이루어진

개보수 탓에 크게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고딕 성채

(Blackstone)로 비유되어 왔다. 그러한 정체성을 찾는 일이 곧 원칙을 찾는

일이다.

그런데 원칙 관념의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은 규범적 정당화 논증의 국면

에서 각기 법 내적인 차원과 법 외적인 차원으로 다시 나뉜다. 정당화란

이유(reasons)의 제시인데, 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규범적 추론에서 제시

될 수 있는 이유에는 법 내적 이유와 법 외적인 이유(도덕적 이유와 정치

적 이유)가 있다. 법 외적 이유를 통한 정당화는 법적 추론에서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 원칙 자체가 법 논리만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역사

적으로 형성되고 구성되는 것이므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보

통법은 형식주의(formalism)을 배격한다. 하지만 동시에 법 외적 이유들은

법관의 주관적인 선호나 이념이어서는 안 되고 해당 공동체의 역사 속에

뿌리박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칙에 호소하는 이유정연하고 원칙정연한(reasoned and principled) 판

결은 법을 도덕 및 정치와 구별지으면서도 3자간의 교통을 차단하지 않으

면서 판례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다.

네 가지 차원(공시적/통시적, 법 내적/법 외적)을 갖는 원칙 관념에 호소

함으로써 판례변경을 정당화하는 모델(living constitutionalism)은 영미의

of reason)라고 하면서도 이때의 이성은 ‘자연적 이성’(natural reason)이 아니라 영국법에 대한 오랜 

공부를 통해서만 체득되는 ‘인위적 이성’(artificial reason)이라고 한 것에 주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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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학에 면면히 내려오는 유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치철학과 윤

리학에서 대표적인 정당화 이론으로 논의되고 있는 롤즈의 구성주의적인

(constructivist)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이론, 그리고 롤즈의

생각을 법철학에 도입하여 발전시킨 드워킨의 충실성 이론(law as

integrity)은 그러한 유산의 상속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드워킨의 이론은

원칙정연한 판례변경을 잘 설명해 주는 반면에 보통법의 법실증주의적 측

면을 크게 약화시키고 모든 사안을 어려운 사안(hard case)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2절. 한국법에의 시사점: 시간 속의 법과 지혜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가 한국 법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선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에서 동원되는 이론들이 법의 일반이론으로서 얼

마만큼의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보통법에서든

대륙법에서든 법적 판단은 실천적 판단에 속한다. 따라서 실천적 판단과

추론 일반에 관한 최선의 철학적 견해들과 얼마만큼 부합하고 또 그것의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따라서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들에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인정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미 보통법

의 실무와 이론들이 실용주의(pragmatism)를 통하여 잘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을 원산지로 삼는 실용주의을 오늘날 최선의 철학적 견해라고

간주하고, 19세기 말 이래 20세기 철학의 우량한 갈래들이 실용주의적인

틀 속에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오늘날 영미권에서 대

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철학 이론인 하트의 실증주의적 법이론과 드워킨

의 비실증주의적 법이론은 실용주의적인 이론 속에서 통합될 수 있다고 본

다. 하트의 이론은 보통법의 사실적 측면을 강조하여 선례구속주의를 잘

해명할 수 있고, 드워킨의 이론은 보통법의 이성적 측면을 강조하여 판례

변경을 잘 해명할 수 있다.339)

실용주의의 핵심은 지식론에 있다. 실용주의는 인간 지식의 진리성

(truth)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상과의 상응(correspondence)에 있지 않고 그

지식이 실천적 실행(practice) 속에서 유용한지 여부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명제는 20세기 중반에 와서 콰인(Quine)에 의해 ‘지식은 믿음의 그물(web

339) 이러한 시각을 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은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In 
defense of a pragmatist approach to leg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그리고 중간

적 입장으로서는 Neil MacCormick. 독특한 입장으로서는 Joseph Raz.



- 158 -

of beliefs)’이라는 명제로 발전하였다. 인간이 실천 속에서 형성하는 지식

은 신 또는 논리를 통한 절대적인 토대 위에 피라미드 식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지지하는 형태로 존

재하며(anti-foundationalism; coherence theory; 숙고된 신념들 간의 반성

적 평형), 따라서 지식은 모든 수준에서 수정가능성(revisability)에 열려 있

다. 그리고 지식은 일정한 해석공동체(community of interpretation) 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이해된다(social/folk epistemology; Form of Life

(Wittgenstein)).340) 지식의 진리성이 허위에 기초한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인식론적 덕성(episptemic

virtue)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정합성, 정직성, 개방성 등).

법에서의 실용주의는 해당 사회의 법실행에서 인식규칙(rule of

recognition)과 변경규칙(rule of change) 등의 이차적 규칙(secondary

rules)이 수정불가능한 토대적 지위를 갖는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법실증

주의와 차이가 난다. 판례변경이 선행 판결에서 선언된 규칙을 거부하고

원칙에 호소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창조하는 것은 협소하고 엄격한 인식규

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주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해당 사회의 정치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법적 판단의 진리성이 해당 사회의 실행 속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법실증주의의 견해와 차이가 없다.

영미의 선례구속주의와 판례변경의 법리가 한국법에 주는 시사점은 첫

째, 법의 시간적 차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이와 결부된 사

항으로서, 한국 시민들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원칙을 구성해 내고 이를 설

득력 있게 제시하려는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법을 둘러싼 활동

들을 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의견의 불일치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여

유있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 넷째, 법공직자와 시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충실성 내지 신실성(fidelity), 특히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법의 지배

는 불가능하다는 것; 다섯째, 변화와 안정의 모순을 잘 해결하여 생동하는

법의 지배(rule of living law)를 실현하자면 법과 정치와 도덕의 영역을 적

절하게 구별하고 적절하게 소통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

데 첫째의 요청은 나머지 요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이며, 이러한 요

340) 드워킨이 <법의 제국>에서 비판하는 ‘법적 실용주의’는 오늘날 미국의 법에서 실용주의의 계승자임

을 표방하고 있는 포스너의 법경제학을 겨냥한 것일 뿐이고, 법경제학이 아닌 실용주의적 법이론은 얼

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도 존재하고 있다. 2008년 드워킨의 방한 강연 시 질의응답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드워킨은 콰인의 실용주의적 인식론이 자연과학의 영역에까지 적용되는 것에는 반대하지

만, 실천철학의 영역에서는 실용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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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충족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개별 법학분야들과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

학 등의 기초법학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되는 다른 학문분야들이 함께 學際

的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법과 한국의 판결을 한국인의 역사

적 삶 속으로 귀환시키는 작업을 끈기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작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은, 역사에 선재하는 절대적이고 보

편적인 진리나 가치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매도해야 할 대

상을 찾는다거나 눈앞의 이념적 득실이나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기보다

는,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나 타인을 나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관용하

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principle of charity in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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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 Jurisprudence of Overruling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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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trine of precedent or stare decisis is the foundation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A decisions of law court not only

provides the resolution for a particular case, but also constitutes one of

the sources of law, which contains rules to be applied to subsequent

similar cases. If there exists a antecedent case similar to instant case,

the decision by the precedent court in that case constitutes a precedent

which is binding at least to the lower courts. But the bindingness of

precedents are not absolute, for the subsequent courts can avoid the

application of the precedent by the means of distinguishing, and the

highest courts can alter the content of law by the means of overruling.

If a binding precedent might not be binding whenever the court doesn't

like to follow it, how could the bindingness of precedent be meaningful?

Therefore overruling may be considered to be a kind of paradox and to

undermine the ideal of the rule of law

How is overruling conceived and handled in Anglo-American legal

practice and jurisprudence? To understand it involves answering these

two questions: Firs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and the donctrine of stare decisis?; and Second, is it possible to

overrule precedents without undermining the rule of law?, and if

possible, when is it so and how can it be justified? In seeking to

answer those questions, we come to get some lessons for the Korean

law and jurisprudence. What are those lessons?--that constitutes the

third question.



- 167 -

Here is argued that we can answer those three questions as follows:

First, the ‘law’ in the phrase of the ‘rule of law’ originally meant the

common law of England, such that the rule of law meant the rule of

immemorial and reasonable customs. So it can be said that the rule of

law entailed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Second, in the common law, reconciliation of change and stability has

always been accepted as a kind of axiom, which has been attained in

terms of some conceptions of principle. According to the model of

principles, the fidelity to the principle represented by the precedent case

requires overruling of that precedent sometimes. In this way are

overrulings justified. The model of principles has a long history, and

the foremost advocate of that model is Ronald Dworkin. Dworkin is an

heir of many great Anglo-American legacies, but his ideas has several

defects.

Third, in the course of studying the common law jurisprudence of

overruling precedents, Korean law and jurisprudence can get some

important lessons concerning the wisdom of/for law, that is,

juris-prudence. The good legal community requires the intern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virtues which accommodate dialogical

community based on the deep understanding of the temporality and

historicity of human conditions, including law.

Keywords: stare decisis, overruling, ratio decidendi, justification,

reasonableness, common law, Dworkin, principle, model of

principles, integrity, virtue, rule of law.

Student Number: 982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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