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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基本權規範으로서 原理*

Martin Borowski

鄭 宗 燮**
․朴 眞 完*** 譯

1)

規則(Regeln)과 原理(Prinzipien)의 구별은 “기본권도그마틱(Grundrechtsdogmatik)

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1)라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법규범의 법이론적 구별의 출발점은 로날드 드
워킨(Ronald Dworki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 이 두 가지 법규범은 알렉시

(Alexy)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었고, 기본권이론에도 적용되었다.3) 많은 학자들

이 알렉시를 추종하여 기본권을 원리로 해석하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알렉

* 이 은 Martin Borowski, “Prinzipien als Grundrechtsnormen,” ZÖR 53(1998), 
307쪽 이하에 실린 이다. 필자로부터 번역의 동의를 받았다.
마틴 보롭스키 박사(Dr. Martin Borowski)는 1966년 5월 12일생으로 1997년 4월 18일

에 키일대학(Christian-Albrechts-Universitat zu Kiel)에서 “원리로서 기본권(Grundrechte 
als Prinzipien)”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 다. 1998년 4월 1일 이후로 로버트 
알렉시(Robert Alexy)교수의 연구조교(wissenschaftlicher Assistent)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
는 기본권도그마틱에 관련된 교수자격논문(grundrechtsdogmatisches Habilitationsprojekt)
을 쓰고 있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 慶北大學校 法科大學 專任講師

1)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1996), 71쪽.
2) Vgl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1978).
3) Vgl Alexy, “Zum Begriff des Rechtsprinzips,” in ders, Recht, Vernunft, 

Diskurs(1995), 177쪽 이하; ders, “Rechtsregeln und Rechtsprinzipien,” ARSP Beiheft 
25(1985), 13쪽 이하; ders, “Grundrechte als subjektive Rechte und objektive Normen,” 
in ders, Recht, Vernunft, Diskurs, 262쪽 이하; ders, “Rights, Legal Reasoning and 
Rational Discourse,” Ratio Juris 5(1992), 148쪽 이하; ders, Theorie der Grundrechte3.

4) Bleckmann, Staatsrecht Ⅱ - Die Grundrechte3(1989), 323쪽;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1998); Dechsling, Das Verhältnismäßigkeitsgebot(1989), 36-37쪽; Höfling, 
Vertragsfreiheit(1991), 36-37쪽; ders, “Grundrechtstatbestand - Grundrechtsschranken - 
Grundrechtsschrankenschranken,” Jura 1994, 171쪽; Holoubek, “Bauelemente eines 
grundrechtsdogmatischen Argumentationsschemas: Schutzbereich - Eingriff - Schranken,” 
in Grabenwarter et al(Hrsg), Allgemeinheit der Grundrechte und Vielfalt der Ge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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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입장에 동조하는 학자들 외에 비판적인 견해들도 존재한다. 최근에 미하

엘라 페터스(Michaela Peters)가 원리로서의 기본권해석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

장을 제시하 다.5) 그녀는 규칙과 원리의 규범구조적인 구분에 반대하는 논거

들로부터 시작하여, 原理로서의 基本權規範에 대한 반대입장에서는 논거들을 

거쳐, 법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찬성논거들까지 포함한 많은 다양한 논거

들을 동원하여 알렉시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녀의 비판논거들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

고자 한다.6)

Ⅰ. 規則과 原理의 區分

상당히 강화된 道德과 法의 分離命題(starke Trennungsthese)7)에 따르면, 규칙

schaft(1994), 75-76쪽; Jansen, “Die Abwägung von Grundrechten,” Der Staat 36(1997), 
27쪽 이하; Koch, “Zur Methodenlehre des Rechtspositivismus - Das Prinzipien-
argument,” in Dreier (Hrsg), Rechtspositivismus und Wertbezug des Rechts(1990), 154쪽; 
ders, “Die normtheoretische Basis der Abwägung,” in Erbguth et al (Hrsg),   Abwägung 
im Recht(1996), 21쪽; Koch/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1982), 98쪽; 
Morlok, Selbstverständnis als Rechtskriterium(1993), 396쪽; Raabe, “Grundrechtsschutz 
und gesetzgeberischer Einschätzungsspielraum,” in Grabenwarter et al (Hrsg), Allgemeinheit 
der Grundrechte und Vielfalt der Gesellschaft, 94쪽; Riedel, “Vom Grund des 
Grundgesetzes,” in Bielefeldt/Brugger/Dicke (Hrsg), Würde und Recht des Menschen, in 
Schwartländer-FS(1992), 112쪽; Rubel, Planungsermessen(1982), 77쪽 이하;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1990), 141쪽 이하; Stelzer, Das 
Wesensgehaltsargument und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1991), 229쪽 이하;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Ⅲ/2(1994), 1768쪽; Wahl/ 
Masing, “Schutz durch Eingriff,” JZ 1990, 556쪽. 기본법 제14조에 대하여는 Sieckmann, 
“Zur Bedeutung des Eigentumsschutzes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Homo oeconomicus 
10(1993), 463쪽 이하; Lubberger, Eigentumsdogmatik(1995), 245-246쪽.

5) Peters, “Grundrechte als Regeln und als Prinzipien,” ZÖR 51(1996), 159쪽 이
하. 이 논문은 鄭宗燮․朴眞完, “규칙(Regel)과 원리(Prinzip)로서의 기본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4호, 2002. 12, 319-346쪽에 번역수록되어 있다.

6) 원리로서의 기본권해석에 대한 그녀의 비판들은 현재의 설명의 핵심부분이 된
다. 그러나 특히 非法實證主義的인 法槪念에 반대하여 제시된 논거들은 이 논문에서 상
세하게 논구될 수 없다. 이러한 논거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른 연구에서 상세히 다
루어 졌다(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Alexy,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2(1994), vgl 또한 Ⅱ. J.).

7) 약화된 법과 도덕의 분리명제(schwache Trennungsthese)에 따르면 단지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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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리의 논리적 차이는 존재한다.8) 원리는 暫定的-當爲(prima facie-Sollen)9)

를 포함하고 있고, 규칙은 確定的인 當爲(definitives Sollen)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규칙이 유효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항상 규칙의 법적 효과가 나타난다. 

원리와는 달리 규칙은 개별사례에 있어서 배제될 수 없다. 규칙은 추론될 수 있

는 데 반하여, 원리의 적용형식은 衡量(Abwägung)이다.10) 원리의 충돌은 중요

도에 따른 저울질의 차원11)에서 나타나는 데 반하여, 규칙의 충돌은 규범의 효

따른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법과 도덕의 결합명제(Übereinstimmungsthese)에 따르면 어
떠한 규범구조적인 차이도 없다. 원리이론(Prinzipientheorie)에 대하여 vgl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71쪽 이하;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52쪽 이하;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61쪽 이하; 어쨌
든 보다 상세한 입증으로는. 원리이론(Prinzipientheorie)과 발터 빌부르그(Walter 
Wilburg)의 “유동적 체계”이론(Theorie beweglicher Systeme)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vgl 
Michael,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als Methodennorm transparenter Systeme(1997), 
105-106쪽.

8) 하나의 규범은 규칙이거나 원리여야 한다. 그러나 결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Peters가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양자의 구분을 무시하면서 어
떤 기본권규범(Grundrechtsnorm)이 이 두 가지 범주를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Peters, ZÖR 51 [1996] 164쪽). 의미론적인 규
범개념(semantischer Normbegriff)의 의미 속에서는 규범(Norm)과 규범원칙(Normsatz)이 
구별되어져야 한다. 하나의 규범은 하나의 규범원칙의 의미이다(vgl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42쪽 이하;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25쪽 이하). 그러나 또한 동일한 규범원칙(Normsatz) 속에 해석적으로 
다양한 규범들이 부속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동일한 하나의 기본권규정
(Grundrechtsbestimmung) 속에 다양한 기본권규범들이 부속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
의미의 부속과정 속에서 규칙뿐만 아니라 원리의 문제가 다루어지게 된다; vgl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22쪽. 다만 단지 원리관련적인 제한규정(prinzipienbezogene 
Schrankenklausel)이 기본권규범의 공식적 확정과정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원리와 규칙
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 하나의 기본권규범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그 위에 제한규정
(Schrankenklausel)을 통해서 명백히 원리와 원리의 형량(Abwägung)을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규칙에 해당되는, 원칙적으로 추론가능한 규범(subsumtionsfähige Norm)이 생성된
다,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22쪽 이하.

9) “잠정적(prima facie)”개념은 W. D. 로스(Ross)에까지 소급될 수 있다. W. D. 
Ross, The Right and the Good(1930), 18쪽 이하. 결과가 모든 중요한 경험적 그리고 
규범적인 전제들(Prämissen)에 의하여 논증될 수 없다는 것이 “잠정적”입장을 가장 특
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81쪽. Vgl Baier, The Moral Point of View(1958), 102쪽 이하; Hare, 
Moral Thinking(1981), 27쪽 이하, 38쪽 이하;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
modelle des Rechtssystems, 79쪽 이하; ders, “Logische Eigenschaften von Prinzipien,” 
Rechtstheorie 25(1994), 165-166쪽, 주 14.

10)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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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원리를 특징짓는 중요도의 차원은 규칙에는 존재하

지 않는다. 이러한 중요도에 대한 저울질은 사실적 그리고 법적인 가능성들의 

범위 내에서의 확정을 의미한다.12) 규칙과 대조적으로 원리는 상대적으로 사실

적 그리고 법적인 가능성이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되어야만 하는 最適目的

(Optimierungsgegenstand)을 제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원리는 단계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13) 개별사례에서 어떤 원리의 충족의 중요도와 같은 원리의 충족정도
는 원리충돌에 있어서 어떠한 원리가 관철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14)

이러한 규칙과 원리의 구분에 대한 간략한 특성부여는 이하에서 빵집과제과

점의작업시간에 대한법률(BAZG) 제5조15)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예

를 통하여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16) 빵집과제과점의작업시간에대한법률 

제5조는 그 조문의 단순명료함 때문에 그 조문에 표현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

이 이해할 수 있다: ｢평일에는 빵과 과자를 생산하는 작업장에서는 1. 월요일

11) 중요도의 차원(Dimension des Gewichts)에 대하여는 vgl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26쪽 이하;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79쪽 이하;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59쪽 이하. 또한 규칙을 내용적
으로 지원하는 원리들을 통한 원리의 형량이 요구되는 한에 있어서는, 규칙-/원리충돌
은 중요도의 역에서 일어난다. Vgl Alexy, “Rechtsregeln und Rechtsprinzipien,” 20쪽 
주 38;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71쪽 이하. 보다 상세한 입증에 따르면 
그와 반대로 규칙은 형량이 불가능하다, Alexy, “Rechtssystem und praktische 
Vernunft,” in ders, Recht, Vernunft, Diskurs, 216쪽;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75쪽.

12) 완전히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규범들은 항상 규칙인 것이다. 그리고 확정
된 내용없이 존재하는 규범들은 항상 원리인 것이다; vgl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69쪽. 부분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규
범은 그 자체가 중요도에 따른 저울질의 차원으로 내몰려진 한도에 있어서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규칙이다; vgl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86쪽 이하.

13) Vgl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71쪽 
이하.

14)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46쪽 이하.
15) 1936년 6월 29일의 빵집과제과점의작업시간에대한법률(RGBl 521쪽)의 1969년 

7월 23일의 개정법률(BGBl 937쪽). 1996년 11월 1일의 법률상태에 대하여는 특히 다
음을 보라. 1994년 6월 6일의 작업시간권(Arbeitszeitrecht)의 單一化와 柔軟化에 대한 
법률(BGBl I 1170쪽 이하)의 제2조 제3항의 두 번째 반문의 1996년 7월 30일의 개정
법률(BGBl I 1187쪽), 이 개정법률의 제8조 제1, 2호도 함께 참조.

16) BVerfGE 87, 363쪽 이하. Vgl 그 이전의 결정으로 BVerfGE 23. 50쪽 이하; 
41, 36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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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금요일까지의 0시부터 4시 그리고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에는 누구도 

작업할 수 없다, ...｣

이 규범은 사실적인 그리고 법적인 가능성의 역에서 최종적인 확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은 규칙이다. 이 규정의 적용방식은 포섭에 의한 추론

이다. 따라서 이로부터는 어떠한 것도 형량될 수 없다. 규칙들 사이의 충돌은 

규범의 효력차원에서 나타난다. 충돌하는 두 규칙들 중 어느 하나는 優先規則
(Vorrangregel)에 따라 無效(ungültig)로 선언되거나, 또는 충돌하는 규칙들 중

의 하나 속에 例外規定이 들어오게 된다.17) 입법자가 0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23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제빵작업금지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빵집과제과점의

작업시간에대한법률에 대한 개정법률을 제정한다면 규칙들 사이의 충돌에 대

한 첫 번째 해결의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신법은 구법보다 우선한다(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는 優先規則에 따라 빵집과제과점의작업시간에대
한법률 제5조 제1항 1호는 개정된 형식으로 유효하게 될 것이다.18)

이에 반하여 빵집과제과점의작업시간에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憲法

適合與否가 문제될 때에 원리가 적용된다. 職業行使의 自由(Berufsausübung)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 규범은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다.19) 무엇보다도 이 법률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광의의 비례원칙’에 합

치하면, 그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20) 야간에 제빵작업금지의 정당
한 입법목적은 바로 제빵업 종사자의 건강보호이다.21) 빵집과제과점의작업시

간에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적어도 어떤 특정한 시간의 밤잠을 보장함

17)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77-78쪽.
18) 규칙충돌에 대한 두 번째의 해결방식에 대한 사례의 재구성에 대하여는,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69쪽 주 55.
19) BVerfGE 87, 363쪽(382쪽).
20) 넓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im weiteren Sinne)

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15쪽 이하. 보다 상
세한 입증으로. vgl 또한 Ⅱ. G. 직업의 자유의 경우 단지 광의의 비례의 원칙의 엄격
한 적용의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는, 연방헌법재판소의 단계이론(Stufentheorie)의 범주 
속에서 기본권침해의 헌법적 정당화에 대한 심사가 행해지게 된다. Vgl 많은 결정들을 
대신하여 BVerfGE 13, 97(104); Pieroth/Schlink, Grundrechte - Staatsrecht Ⅱ12(1996), 
방주 911. 여기에서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이 필요없는 방어권(Abwehrrechte)에 대한 침
해의 헌법적 정당화에 대한 여러 척도들에 대해서는, vgl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85쪽, 232-233쪽.

21) BVerfGE 87, 363쪽(385-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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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제빵업 종사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한다.22) 입법자는 자신의 평가 역

(Einschätzungsspielraum)에 있어서 보다 단호하지 않은 규정으로는 효과적으로 

제빵업 종사자의 건강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

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호는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한다(erforderlich).23) 궁극

적으로 ‘좁은 의미의 비례성’ 심사에서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직업행사의 법

적인 자유의 원리 그리고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2문의 적용사례로서 제빵업 
종사자의 건강보호의 원리의 충돌에 대한 형량이 행해지게 될 것이다. 연방헌

법재판소는 빵집과제과점의작업시간에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비례원칙

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24) 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에서는 충

돌하는 원리들 중의 한 원리에 예외조건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하나의 원리가 

무효로서 법질서로부터 배제되지도 않게 되었다. 오히려 충돌하는 두 원리들 

중에 어떠한 원리가 구체적 상황 하에서 우위를 가지는지 여부가 형량을 통해

서 결정되었다. 이 사례에 있어서 구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원리인 건강

보호의 원리가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호의 원리의 법효과가 고려된다. 

그와 반대로 다른 원리인 직업행사라는 법적 자유의 원리는 이 개별적 사례의 

경우에는 고려될 수 없다.25)

Ⅱ. 페터스의 反論들

A. 衡量의 合理性26)

Peters는26)원리의 적용형식으로서 형량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원리로서의 

22) BVerfGE 87, 363쪽(386쪽).
23) BVerfGE 87, 363쪽(386-387쪽).
24) BVerfGE 87, 363쪽(387쪽). 좁은 의미의 비례성에 대한 상세한 심사는 이 결

정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에 있어서는 이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한 선례
(BVerfGE 41, 360쪽[374쪽])에 근거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진척된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발전에 어떤 다른 평가가 고려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사하 다(BVerfGE 87, 363쪽[387-388쪽]).
25) 여기서 형량에 대한 상세한 재구성은 행하지 않았다. 형량을 통한 원리충돌의 

해결로서 기본권사례들에 대한 결정의 세분화된 재구성은 무엇보다도 Alexy의 에서 

나타나고 있다. Alexy, “Die logische Analyse juristischer Entscheidungen,” in ders, 
Recht, Vernunft, Diskurs, 29쪽 이하; ders, Theorie der Grundrechte3, 79쪽 이하;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233쪽 이하, 283쪽 이하, 316쪽 이하, 345쪽 이
하, 409-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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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해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 다.27) 이러한 까닭에 그녀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형량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8) 그

녀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해석규칙에 의한 해석이 기본권의 적

합한 적용형식이다.29)

형량의 합리성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30) 어떤 원

리의 충족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그 원리의 충족정도와 침해정도에 대하여 

각자는 상이한 견해를 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원리충돌의 해결에 있어

서 각 사람마다 상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이한 해결의 가능성은 형량의 개념 그 자체에 내

재된 특별한 결함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규범적인 문제들의 해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각 사람마다 상이한 해석결과에 이르

게 될 수 있다는 결론은 페터스에 의하여 즐겨 주장되는 전통적인 해석규칙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게 적용된다.31)

우선적으로 원리충돌이 ‘넓은 의미의 비례성’의 처음 두 가지 부분원칙들인 

26) 형량모델의 합리성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43
쪽 이하; Buchwald, Der Begriff der rationalen juristischen Begründung(1990), 311쪽 이
하; Enderein, Abwägung in Recht und Moral(1992), 344쪽 이하; Jansen, “Die Struktur 
rationaler Abwägungen,” ARSP Beiheft 66(1997) 152쪽 이하; ders, Der Staat 36(1997), 
27쪽 이하;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223쪽 이
하; ders, “Zur Begründung von Abwägungsurteilen,” Rechtstheorie 26(1995), 45쪽 이하; 
ders, “Richtigkeit und Objektivität im Prinzipienmodell,” ARSP 83(1997), 14쪽 이하.

27) Peters, ZÖR 51(1996), 172쪽, 176쪽 이하.
28) Peters, ZÖR 51(1996), 176-177쪽.
29) Peters, ZÖR 51(1996), 168쪽. Vgl 이에 대해서 이미 서술한 논문. Forsthoff, 

Verfassungsauslegung(1961), 39-40쪽.
30) Böckenförde, “Grundrechtstheorie und Grundrechtsinterpretation,” NJW 1974, 

1534쪽; Fortsthoff, in Schmitt-FS(1968), 209쪽; Habermas, Faktizität und Geltung 
(1992), 310쪽; Isensee, “Das Grundrecht als Abwehrrecht und staatliche Schutzpflicht,” 
in Isensee/Kirchhof, HbStR V(1992) §111 방주 175; Müller, Positivität der 
Grundrechte2(1990), 18쪽; ders, Juristische Methodik5(1993), 59쪽 이하; Pieroth/ 
Schlink, Grundrechte - Staatsrecht Ⅱ12, 방주 314; Preuß, Die Internalisierung des 
Subjekts(1979), 37쪽; Schlink, Abwägung im Verfassungsrecht(1976), 134쪽 이하; 
BVerfGE 90, 199쪽(200쪽) - 그라스호프의 반대의견(diss vote Graßhoff) -.

31) 많은 입장을 대신해서.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6(1991), 
346쪽; Hassemer, “Rechtssystem und Kodifikation,” in Kaufmann/Hassemer (Hrsg),  
Einführung in Rechts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der Gegenwart5(1989), 2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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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合性(Geeignetheit)과 必要性(Erforderlichkeit)의 원칙들에 의하여 미리 해결되

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척도들은 형량

이 행해지지 않고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척도들이 적용되는 사

례들의 경우에는 형량없이 바로 충돌이 해결된다.32) 단지 이 두 가지 척도들

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사례들의 경우에만 衡量決定이 정당화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비례원칙의 두 가지 척도들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사례에서

의 형량결정의 정당화논증은 원리이론(Prinzipientheorie)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더 나아가서 형량결정은 법학적인 논거들 속에서 가능한 

모든 논거들을 다 동원해서 논증될 수 있다. 이러한 한에 있어서는 원리이론

은 모든 합리적이고 법학적인 논증과정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33) 원리이론 그 

자체는 구체적이고 법적인 당위적 결정(Sollensurteil)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되어야 할 것, 즉 중요성의 정도와 같은 원리의 충족- 그리고 침해정도에 
대한 원칙들을 정확히 제시하는 하나의 분석적 모델을 제공한다.34) 그 점에 

있어서는 결정은 원리이론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라기보다 구성되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35) 기본권문제들의 통상적인 복합적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이

러한 원리이론의 역할수행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36)

개별사례에 있어서 이러한 분석적인 성과를 넘어서서 법적인 결정의 다양성

의 측면에서 우선순위관계(Vorrangrelation)의 정합성있는 체계가 형성될 수 있
다. 규범체계의 整合性(Kohärenz)은 학문이론에서 필수적인 요구이다.37) 법을 

32) Vgl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224-225
쪽;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16-117쪽.

33) Vgl 특히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3(1996); ders, “Rechtsystem 
und praktische Vernunft,” 229쪽 이하; ders, Theorie der Grundrechte3, 498쪽 이하.

34) Alexy, “Individuelle Rechte und kollektive Güter,” in ders, Recht, Vernunft, 
Diskurs, 259쪽.

35) Vgl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49쪽 이하; ders, “Rechtssystem und 
praktische Vernunft,” 226쪽; ders, “Individuelle Rechte und kollektive Güter,” 260쪽; 
vgl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237쪽.

36) 바로 이러한 높은 분석적 수준은 원리이론을 단지 초보적으로 개발된 총체적인 
형량 모델, 혹은 많은 비판자들의 머리속에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의 특별한 능력
의 직관적 이론(intuitionistische Theorie)에 비하여 훨씬 두드러지게 만든다(vgl 여기에 
대하여는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36-137쪽).

37) Vgl Dworkin, Law’s Empire(1986), 165쪽 이하; Alexy/Peczenik, “The Concept 
of Coherence and Its Significance for Discoursive Rationality,” Ratio Juris 3(1990), 
130쪽 이하; Peczenik, On Law and Reason(1989), 158쪽 이하; Sieckmann, 



鄭 宗 燮․朴 眞 完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1호 : 248∼281256

적용하려는 자가 자신의 첫 번째 형량결정에서 거의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

다고 할 지라도, 그는 매 순간마다의 결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

되는 추상적인 우선순위관계의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범적인 의미확정들

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가 나중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결정들의 정합성있는 

체계에 편입될 수 없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 것이 

된다.38) 법의 적용자가 법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항상 자신의 그 전까지
의 결정에 구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른 법적용자도 선례와 다

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그는 論證責任을 지게 된

다.39) 아주 많은 선례들을 고려해보면, 연방헌법재판소가 수많은 기본권사례들

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확실한 예측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간추려 본다면, 원리이론은 합리적인 법학적 
논증이론과 결합하여 그 당시의 가능한 최대한의 분석적 수준을 가지고 규범

적 문제들에 대한 비교적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법학에 있어서 정확성에 대하여 가능한 것 그 이상도 아닌, 

바로 그 자체인 것이다. 이에 반대하여 무리하게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타

당한 인식을 요구하는 자는 법학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40)

B. 基本權의 解釋

그런데 형량에 의한 기본권해석 대신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해석규칙을 바탕

으로 한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페터스가 즐겨 주장하는 형량의 전반적인 포기는 기본권의 원리모델41)에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164쪽 이하.
38)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238쪽.
39) Vgl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3, 336쪽 이하; ders, Theorie 

der Grundrechte3, 505쪽; Dechsling, Verhältnismäßigkeitsgebot, 26쪽 이하; Hassemer, 
“Rechtssystem und Kodifikation,” 227쪽;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
delle des Rechtssystems, 158-159쪽.

40) Vgl Dreier, “Zum Selbstverständnis der Jurisprudenz als Wissenschaft,” in ders, 
Recht, Moral, Ideologie(1981), 48쪽 이하.

41) 원리모델, 규칙모델 그리고 규칙모델/원리모델의 개념에 대하여는.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04쪽 이하, 106쪽 이하, 117쪽 이하; ders, “Rechtssystem 
und praktische Vernunft,” 219쪽 이하;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do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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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진지한 대안이 아니다. 기본권의 원리모델속에는 包攝(Subsumtion)과 형

량이 가능한 한 최상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해석규칙의 핵심구성요소42)로는 (1) 규범의 문구에 따른 

해석,43) (2) 규범의 성립사에 따른 해석 혹은 규범의 기원에 따른 해석

(genetische Auslegung),44) (3) 체계적 해석(systematische Auslegung),45) 그리고 

(4) 객관적 혹은 일반적인 실제적 해석(objektive oder allgemein praktische 
Auslegung)46) 등을 들 수가 있다. (4)는 객관적인 해석목표인 법률의 이성적인 

그리고 정당한 의미에 대한 구속을 초래하는 데 반하여, (1)과 (2)는 주관적인 

해석목적인 입법자의 의사에 대한 구속을 정당화한다. (3)은 부분적으로는 주관

적인 해석목적, 부분적으로는 객관적인 해석목적에 기여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

시하고 있다.47) 우선적인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차별화된 해결관점에 따르면, 

주관적 해석목적이 객관적 해석목적에 대하여 잠정적-우위(prima facie-Vorrang)

des Rechtssystems, 89쪽 이하, 141쪽 이하, 254쪽 이하. 여기에서 원리모델의 개념은 
법체계 속에는 원리와 원리에 의하여 근거지워진 규칙만 유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
리충돌에 의하여 그 효력여부가 향을 받지 않는 규칙도 유효하다는 의미 속에서 적

용된 것이다.
42) 많은 문헌을 대신하여. Koch/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166쪽. 보

다 상세한 입증으로.
43) Koch/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126쪽 이하;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6, 320쪽 이하.
44)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3, 291쪽 이하; ders, “Juristische 

Interpretation,” in ders, Recht, Vernunft, Diskurs, 86쪽; Koch/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210쪽 이하,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6, 328쪽 
이하.

45)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3, 295쪽; ders, “Juristische 
Interpretation,” 86-87쪽;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6, 339쪽 이하.

46) Alexy, “Juristische Interpretation,” 87쪽 이하; Koch/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221쪽 이하;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6, 333쪽 
이하.

47) 체계적 해석의 경우에 단지 어떤 규범의 법률규정(Gesetzestext)에 있어서의 규
범의 지위가 주된 문제로 다루어지는 한에 있어서는(vgl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6, 437쪽 이하), 체계적 해석은 문리적 해석(Wortlautauslegung)의 한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주관적인 해석목적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넘어
서서 내용적 정합성(inhaltliche Kohärenz)의 도출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한에서는, 일반
적으로 객관적 해석목적에 기여하는, 충돌하는 원리들에 대한 형량이 행해지게 된다
(Alexy, “Juristische Interpretation,” 87쪽). Vgl 또한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는 Koch/   
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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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48)

Peters의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적용은 해석이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형

량은 가능한 광범위하게 억제되어야 한다.49)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광범위하게 

형량이 포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녀는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

양한 해석규칙들 사이에 행해지는 방법론적인 형량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형량

의 한 형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보통 이러한 다양한 해석규칙들은 그때 그때마
다 독자적으로 획득된 상이한 해석결과를 논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각 개

별적인 해석논거의 중요성에 따른 결정에 우위가 부여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Peters가 주장한 것처럼, 형량이 체계적 해석의 역에서 내용적인 정합성의 도

출을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충돌하는 기본권 형량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범 그 자체가 고려되는 것은 바로 형량을 통해서이

다.50) 이러한 형량과정이 배제되어야 한다면, 형량모델 그 자체도 무용의 것이 
되고 만다. 이와 반대로 형량이 허용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형량모델은 

그것을 적절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원리모델과 구분될 수 없다.

기본권들 사이의 형량이 허용될 수 없다면, 법적용자는 단지 계속적으로 문

리적 해석 그리고 그 규범의 성립사, 그 규범의 기원에 따른 해석에 의존하여

야만 된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무적인 구속(Bindung)은 간결하게 표현

된 기본권에 대한 전형적인 문구(Wortlaut)에서 출발할 수 없다. 또한 의회의 
위원회의 의사도 종종 아무 것도 혹은 어떠한 명백한 것도 제시할 수 없다.51) 

주관적인 해석목적을 위한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문구의 범위 내에서

48)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3, 305쪽; ders, “Juristische 
Interpretation,” 83쪽; Koch/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182쪽. 두 가지 해
석목적이론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는 vgl 많은 입장을 대신하여 Koch/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177쪽 이하; Alexy, “Juristische Interpretation,” 82-83쪽 
해석규칙에 대하여 확정된 적용순위가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입장의 대립이 있다,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6, 345쪽; Koch/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176쪽 이하, 어쨌든 보다 상세한 입증에 의하면 주관적 해석목적이 
잠정적-우위(prima facie-Vorrang)를 가지고 있으므로, 또한 주관적인 해석목적에 기여하
는 해석규칙에 잠정적-우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49) Peters, ZÖR 51(1996), 168쪽, 176-177쪽.
50) 이하에서 형량에 대하여 기술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량을 의미한다.
51) BVerfGE 6, 389쪽(431쪽); 41, 291쪽(309쪽); 51, 97쪽(110쪽); Böckenförde, 

“Die Methoden der Verfassungsinterpretation,” NJW 1976, 2090-2091쪽;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5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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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으로 많은 해석가능성들이 존재한다.52) 기본권적용자는 이제 하나의 

딜레마 앞에 직면해 있다. 基本權適用者는 결정에 필요한 규범적 전제들 중의 

하나를 논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적용자는 이를 보다 충분

히 논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논증과정, 즉 원리의 

형량과정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52) Peters는 규범의 문구와 의사(Wille)의 불확정성에 대한 반론에 대하여, 이러한 
불확정성은 “여러 해 동안의 법학실무를 통해서 충분하게 억제되어 왔다”고 하면서 반
론을 제기하고 있다(Peters, ZÖR 51 [1996], 168쪽). 이미 연방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의 
빽빽한 그물망들이 언급되어 졌다. 단지 몇몇 판례들만이 형량으로부터 자유로운 몇몇 
포섭에 의한 기본권에 대한 포섭에 의한 추론(Subsumtion)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이다. 성문규범과 그리고 입법자의 의사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떠한 구
속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포섭에 의한 추론이 끝나고 형량이 시작된다(vgl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19쪽). 기본권의 적
용은 단지 헌법의 성문규정 혹은 憲法制定權者의 의사에 따라서 확정된 것이 구체화되

는 경우에 한해서만, 단지 형량으로부터 자유로운 포섭에 의한 추론인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확정된 부분들(Festsetzungen)은 성문화된 기본권의 보호범위들(Schutzbereich)이
고, 몇몇의 기본권침해의 정당화근거(grundrechtliche Eingriffsermächtigungen)(제한유보
들(Schrankenvorbehalte))를 제시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들의 경우에 있어
서 기본권의 보호범위가 개방되어 있는지, 혹은 제한유보의 특별한 요구들이 충족되었
는지 여부는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여튼 기본권의 보호범위는 그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Borowski, Die Grundrechte als 
Prinzipien, 184쪽. 보다 상세한 입증으로), 그리고 모든 기본권들이 정당화된 제한유보
들(qualifizierte Schrankenvorbehalte)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기본권
침해의 정당화에 대한 구성요건적 전제조건들(Tatbestandsvoraussetzungen)을 충족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또한 헌법적인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정

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종종 문제가 된다. 위에서 예를 든 사례를 고찰해 본다면, 
빵집과 제과점의작업시간에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바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
해(Eingriff)이다. 직업의 자유는 제빵업자의 업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제
빵업종사자의 작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직업에 관련된 침해이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전
체적인 기본권은 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일반적 법률유보하에 있다. 이 경
우에는 단지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제빵업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직업
의 자유의 침해는 비례원칙에 적합한 것인지(verhältnismäßig)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것
이 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하여 비례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를 통해서 
기본권의 보호범위개념 그리고 기본권침해의 정당화도 의미론적으로 구체화되지 않게 

될 것이다. 빵집과제과점의작업시간에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가 기본법 제12조 제
1항의 보호범위를 침해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법률은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제2문
의 어떤 “법률”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언급된 이러한 선례는 기본권들 사이의 형량관
계를 구체화한 것이고,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선례는 바로 형량모델에 반대하여 구성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선례들의 체계는 그러한 종류의 형량모델의 본질적인 구성부분
이다. Vgl 여기에 대하여는 Alexy/Dreier, “Preceden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MacCornick/Summers (Hrsg), Interpreting Precedents(1997), 7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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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스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해석규칙을 통한 어떤 대안적인 논증과정을 제

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해석규칙의 범위 

속에서 단지 입법자의 확실한 목적만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규범적인 전제들까지 논증하여만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논증과

정은 전통적인 해석규칙들 속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일반적

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53) 규범적 전제들에 대한 부족한 논증가능성은 決定
主義(Dezisionismus)나 恣意(Willkür)를 합리화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54) 이

러한 딜레마의 또 다른 하나의 양상은 기본권적용자가 필요한 규범적인 전제

의 논증가능성의 어려움을 근거로 하여 어떤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된다면 법적용은 어떤 권리를 부족하게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것은 어떠한 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반대로 형량이 허용된다면, 문리적 해석과 기원적 해석(genetische 
Auslegung)이 원칙적으로 우위를 가지게 된다. 이 두 가지 해석은 헌법제정자

가 확정한 것을 탐구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어떤 기본권이 그러한 종류의 확

정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기본권은 규칙 역(Regelebene)

에 다다른 것이다.55) 원칙적으로 이러한 규칙 역의 건너편에는 원리형량

(Prinzipienabwägung)의 역이 나타나게 된다. 원리형량은 성문헌법과 헌법제

정권자의 의지에 대한 구속의 명령을 무시할 정도로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53) Koch/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235-236쪽.
54) 또한 객관적 혹은 일반적-실제적 해석(objektive oder allgemein-praktische 

Auslegung)도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이러한 해석의 경우에는 법률
의 적용자는 다시금 규범적인 논증(normative Begründung)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법
률의 객관적인 목적을 확정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규범적 전제들의 논증의 
절차는 다시금 이러한 해석논거(Auslegungsargument)를 포함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법
적용자를 통한 어떤 목적확정(Zweckfestsetzung)이 중요하다는 점이 “법률의 목적
(Zweck des Gesetzes)”이라는 변명을 통해서 오히려 부수적으로 얼버무려지기 때문에, 
법률에의 구속(Gesetzesbindung)과 관련하여 객관적 해석은 특별히 의문스러운 것으로 
분류된다. Vgl Koch/Rüß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169쪽 이하.

55) 이러한 관련성속에서 볼 때 “규칙 역”은 단지 기본권직접관련적인 규칙 역

(grundrechtsunmittelbare Regelebene)을 의미한다. 이 기본권직접관련적인 규칙 역은 서

로 충돌되는 기본권관련적인 원리들의 어떤 형량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제
정권자에 의하여 권위있게 확정된 규칙들의 역이다;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21-122쪽. 그와 반대로 기본권간접관련적인 규칙 역(grundrechtsmittelbare Regelebene)
은 원리충돌(Prinzipienkollisionen)의 해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규칙으로 구성
된다; vgl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83쪽 이하 이것은 선례들의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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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 역의 이러한 잠정적-우위(prima facie-Vorrang)56)는 

헌법제정권자가 확정한 것과 같은 정도의 역을 확보한다. 어떠한 확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용자는 그 확정에 구속될 수 없다.

원리모델 속에서의 기본권의 적용에 대하여 원리형량이 전체적으로 의미하

는 바는 어떤 직관적인 형량이 어떤 하나의 임의적인 논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우선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적인 
규칙에 따라 각 개별적인 保護領域이 추론된다. 그 다음으로 같은 방법을 통

하여 헌법에 의하여 전제된 기본권침해의 개념이 추론되어지고, 그리고 궁극

적으로 基本權侵害 正當化의 構成要件的 徵表들(Tatbestandsmerkmale)이 추론

된다. 기본권의 보호 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침해가 존재한다면, 우선적으로 ‘넓은 의미의 비례원칙’의 처음의 부분원칙, 즉 

適合性과 必要性의 부분원칙에 의하여 형량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지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넓은 의미의 비례원칙의 세 번째 

부분원칙인, ‘좁은 의미의 비례원칙’의 의미 속에서 형량이 행해지게 된다. 이

러한 형량의 경우에는 헌법제정권자가 기본권의 침해정당화를 위해서 한 단계 

높게 기본권의 추상적 重要度를 확정하 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기본권이 보다 심하게 제한되어야 할수록, 기본권의 추상적인 정도는 보다 높

아지게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57)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설명된 기본권의 원리모델 속에서 받

아들여진 것을 넘어선 과도한 형량은 헌법의 문구에 대한 구속 그리고 헌법제

정권자의 의사를 침해하게 된다. 보다 억제된 형량은 정당화될 수 없는 합리

적인 논증의 포기를 의미한다.

C. 原理의 效力

어떤 원리가 각 개별적인 법질서의 效力尺度(Geltungskriterien)를 충족시킨다
면, 원리는 법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체계에 있어서 효

56) 또한 엄격한 우위의 입장도 아마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연
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vgl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22쪽.

57)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267-268쪽 이러한 한에 있어서는 기본법
의 복잡한 제한체계(Schrankensystematik)가 무시된다는 페터스의 반론은 적합하지 않다
(Peters, ZÖR 51 [1996],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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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척도는 社會的 有效性(soziale Wirksamkeit)과 內容的 妥當性(inhaltliche 

Richtigkeit)58) 외에 秩序合致的 法律性(ordnungsgemäße Gesetztheit)을 들 수 

있다. 어떤 규범이 그 규범에 대한 제정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규범제

정에 적합한 방식에 의하여 제정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규범은 

질서합치적으로 제정된 것이다.59) 헌법적으로 중요한 원리의 효력은 헌법제정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공포를 통하여 논증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헌법상 제1順位를 가지는 원리들이 문제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헌법

상 제2順位를 가지는 원리가 관련된다.

제1순위를 가지는 원리는 헌법규정들에 의하여 내용적으로 부가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法律留保없이(vorbehaltslos) 보장되는 기본권들을 제한할 수 있는 

원리들이다.60) 빵집과제과점의작업시간에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처음

의 例(Ausgangsbeispiel) 속에서 제1의 헌법순위를 가지는 두 원리에 대한 형
량이 행해졌다. 직업행사의 법적인 자유는 내용적으로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부가된 것이고, 건강보호는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문에 부가된 것이다.

제2의 헌법순위를 가지는 원리는 단지 기본권침해의 正當化事由와 공동으로

만 어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원리이다.61) 기본권침해의 정당화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적으로 허용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입법자에게 부여한다. 중산계층보호

(Mittelstandschutz)는 그러한 종류의 중요한 공동체가치62)가 된다. 빵집과제과

점의작업시간에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속

58) Vgl Alexy,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2, 139쪽 이하, 141-142쪽 내용적인 
타당성이 효력척도(Geltungskriterium)라는 입장에 대하여 페터스는 법실증주의적 법개
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논거를 통해서 분명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Peters, ZÖR 51(1996), 172쪽 이하, vgl Ⅱ. J.

59) Alexy,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2, 143쪽.
60)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18-119쪽. 무엇보다도 법률유보없이 보장되

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기본법의 기관규범 그리고 권한규범(grundgesetzliche 
Organisations- und Kompetenznormen)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
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논의의 대립이 

있다. Pieroth, “Materiale Rechtsfolgen grundgesetzlicher Organisations- und Kompetenz-
normen,” AÖR 114(1989), 422쪽 이하.

61)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19쪽.
62) 상대적 그리고 절대적 공동체가치의 구분에 대하여는 BVerfGE 13, 97쪽(107쪽, 

110쪽).



2003. 3.] 基本權規範으로서 原理 263

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중산계층보호라는 입법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가

지고 수공업적인 그리고 산업적 업에 대한 불평등적인 결과를 정당화하

다.63)

페터스는 “어떤 헌법원리가 기본권적인 결정을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권리로 

인용된다면”,64) 그 원리는 그 사례의 결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알

렉시의 입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된다면 원리는 단지 단순한 
논거로 격하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원리로 주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자신의 

임의에 따라 사유가능한 모든 논거들이 제시될 것이다. 原理의 源泉은 무한한 

것이고 전망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관은 마법사처럼 새로운 결정과 원리적 

성질을 가지는 새로운 논거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기본권규범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페터스는 반론을 편다.65)

원리를 단순한 논거로 격하시키는 이러한 반론의 이면에는 원리를 임의적인 

것으로 보는 논거를 받아들이는 觀念이 자리잡고 있다. 형량의 합리성에 대한 

상론에서 합리적인 논거들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을 도

모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리는 “論證根據”66) 혹은 “규범적 논거”67)로 적절히 기술된다.

63) BVerfGE 23, 50쪽(59쪽 이하); 41, 360쪽(371쪽 이하); 87, 363쪽(382쪽 이하). 
다양한 대기업의 불평등한 의무부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러한 조치들의 정당화는 

위의 결정의 기본법 제12조 제1항 위반의 심사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위반
에 대한 심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어권침해(Abwehrrecht-
seingriffe)에 대한 비례성심사 속에서 다양하게 평등문제들을 다루고 있다(Rohloff, 
Zusammenwirken von allgemeinem Gleichheitssatz und Freiheitsgewährleistungen, Diss 
Augsburg 1992, 30쪽 97쪽 이하). 평등심사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한 취급의 문
제는 일반적 평등원칙의 적용이고, 이 문제는 방어권 심사의 역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기본권심사 속에서의 기본권심사는 원칙적으로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헌
법상 제2 순위를 가지는 원리로서 중산층보호는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법적인 평등의 
원리와 대립하는 형태로 형량될 수 있다. 불평등한 대우는 이를 정당화하는 논거의 중
요성에 반대하여 차별적인 대우의 중요도에 의한 형량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일반

적인 평등원칙의 침해이다(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370쪽). 모든 불평등
대우는 어떤 침해(Eingriff)를 의미한다, 특히 Stefan Huster(Huster, Rechte und Ziele 
[1993], 165쪽 이하, 365쪽 이하; ders, “Gleichheit und Verhältnismäßigkeit,” JZ 1994, 
543쪽 이하)의 의미 속에서 외적인 목적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대우
의 제한은 거부되어야 한다(상세한 것은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375쪽 
이하).

64)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17쪽.
65) Peters, ZÖR 51(1996), 167-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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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통한 원리적용이 모든 사유가능한 논거들의 임의적인 요청이라는 반

론은 어떤 원리가 秩序合致的인 規範定立行爲로서 소급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원리는 기본권에 대한 형량과정 속에서 헌법원리(Verfassungsprinzip)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원리는 헌법상 제1순위를 

가지는 원리의 경우에는 헌법제정(Verfassungsgebung), 제2순위를 가지는 원리

의 경우는 의회의 입법이다. 두 번째의 입법의 경우에는 오로지 民主的 正當
性을 가지는 입법자만이 어떤 중요한 공동체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되어야만 하는가의 여부

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기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

에, 기본법 제20조 제3항,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입법에 구속된다. 헌

법해석 혹은 어떤 법률해석의 경우에 어떤 특정한 원리가 실정화되었는가에 

대하여 불명확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자의에 따른 법해석

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종류의 불명확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헌법해석

과 법률해석의 수단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D. 단순한 憲法執行으로서의 立法

페터스는 個別法(einfaches Recht)을 단지 단순한 형량의 결과로 봄으로써, 

원리로서 기본권해석은 개별법에 그 자신의 기능을 부여하 다고 설명하면서, 

원리로서의 기본권해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개별법
은 단순한 헌법의 집행으로 격하된다.68) 權力分立原理를 고려해 볼 때, 모든 

중요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내려지게 되고, 반면에 정치적 과정은 그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司法國家(Jurisdiktionsstaat)의 위협이 고개를 든다

고 페터스는 이야기한다.69)

66) Alexy, “Rechtsregeln und Rechtsprinzipien,” 90-91쪽; ders, Theorie der 
Grundrechte3, 90-91쪽.

67) Sieckmann, “Zur Abwägungsfähigkeit von Prinzipien,” 205쪽 이하; ders, 
Rechtstheorie 25(1994), 64쪽 이하; ders, “Semantischer Normbegriff und Normbe-     
gründung,” ARSP 80(1994), 241쪽; ders, ARSP 83(1997), 18쪽.

68) Peters, ZÖR 51(1996), 178-179쪽.
69) Peters, ZÖR 51(1996), 179-180쪽 이에 대한 반론은 에른스트-볼프강 뵈겐푀르

데(Ernst-Wolfgang Böckenförde)에게 소급될 수 있다; vgl Böckenförde, “Grundrechte 
als Grundsatznormen,” in ders, Staat, Verfassung, Demokratie(1991), 190-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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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회의 법률은 헌법원리들의 가능한 형량의 적합한 

결과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한 것이다. 그 외에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

(allgemeine Handlungsfreiheit)의 의미 속에서 包括的 基本權(Auffanggrundrechte)

으로서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해석을 근거로 해볼 때, 거의 모든 의회의 법률은 

또 하나의 어떤 기본권침해(Grundrechtseingriff)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의 

결과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식적 원리의 고려를 
넘어서서 형량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형식적 원리는 규범의 효력을 규범

의 내용적 타당성(Richtigkeit)과 관계없이 이전의 절차들의 결과에 대한 구속 속

에서 논증하는 원리이다.70) 민주주의원리와 권력분립원리는 입법자의 결정을 가

능한 한 최대한으로 따르려고 하는 형식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71) 이러한 형

식적 원리가 실질적인 기본권적인 원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철되는 한에 있

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입법자에 대하여 立法形成의 領域(Spielraum)이 
부여된다.72) 이러한 형식적 원리의 관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형식적 원리의 

추상적인 중요도가 점점 더 높이 평가되고, 보다 덜 집중적으로 기본권침해가 

행해지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형성 역의 범위 밖에서는 입법자는 

헌법에 구속된다. 이것은 의회의 위원회(Parlamentarischer Rat)가 기본법 제1조 

제3항을 통해서 결의한 헌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실질적인 구속의 불가피한 결과

이다. 실질적 원리와 형식적 원리의 형량모델은 헌법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과 
정치적인 과정의 의미와의 적절한 타협점을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E. 프로그램원칙으로서의 基本權

페터스에 따르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원리로서의 기본권해석은 헌법의 규범

력을 침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원리로서의 기본권해석은 어떠한 만족할 만한 

기본권의 拘束力(Bindungskraft)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리는 “보편적으

70) 형식적 원리에 대해서는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89쪽; Enderein,  
Abwägung in Recht und Moral, 338쪽 이하;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
modelle des Rechtssystems, 147쪽 이하.

71)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148쪽; vgl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20쪽.

72)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427쪽;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58쪽 이하; Raabe, “Grundrechtsschutz und gesetzgeberischer Einschätzungsspielraum: 
Ein Konstruktionsvorschlag,” 9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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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광범위하게, … 계속 그 의미가 확장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불확정적이고 

개방적이다”. 따라서 원리로서의 기본권해석은 단순한 프로그램원칙으로서 기

본권을 해석하는 바이마르 헌법시대(Weimarer Verfassung)의 논의를 다시 소

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憂慮를 자아내게 만든다.73)

원리로서의 기본권해석을 프로그램원칙으로서의 기본권해석으로 표현하는 

자74)는 拘束的 規範(bindende Normen)과 非拘束的 規範(nicht bindende 
Normen)의 구분을 暫定的 規範(prima facie-Normen)과 確定的 規範(definitive 

Normen)의 구분과 혼동한 것이다. 비구속적인 규범으로서의 프로그램원칙은 

그 규범의 침해를 연방헌법재판소가 확정할 수 없는 규범이다. 프로그램원칙

은 기껏해야 정치적 혹은 도덕적 효력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75) 이와 반대

로 어떠한 사례의 경우라 할지라도 기본권침해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확

정될 수 있다. 기본법의 기본권은 예외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다.

또 다른 역에 있어서 기본권은 원리의 의미 속에서 존재하는 잠정적-권리

(prima facie-Rechte)를 보장하는가, 혹은 규칙의 의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확

정적 권리(definitive Rechte)를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기본권이 확

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첫눈에 가장 강력한 基本權의 拘束力의 보장

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엄격한 효력을 가지는 규범의 입
장에서는 어떠한 예외도 고려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체

계는 일반적으로 확정적이고 형량불가능한 법적 지위(definitive und abwä-

gungsunfähige Rechtspositionen)를 단지 절대적인 최소한의 지위의 의미 속에

서 규칙에 적합하게 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충돌하는 법적 지위

들은 항상 그 중요성에 대한 고려없이 배제되기 때문이다.76) 기본권이 그러한 

종류의 확정적인 최소한의 지위라면, 기본권은 그 자신의 조그만 적용범위 밖
에서는 아무것도 엄격하게 구속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기본권을 원리로 이

73) Peters, ZÖR 51(1996) 178쪽, 특히 제2의 헌법순위를 가지는 원리에 대하여는
(168쪽). 기본권의 효력요구의 상대화에 대한 반론에 대하여는 vgl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Ⅲ/1(1988) 504쪽.

74) 그와 같이 Reuber, Lebens- und Gesundheitsschutz und Gesetzesvorbehalt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Gentechnologie, Diss Köln 1993, 101쪽 이하.

75) Alexy, “Grundrechte als subjektive Rechte und als objektive Normen,” 265-266쪽.
76)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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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광의의 구성요건이론(weite Tatbestandstheorie)77)을 구축한다면, 기본권

보호에 대한 基本權主體의 이해가 존재하는 모든 사례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

력이 미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본권의 구속력이 확보된다. 

이러한 기본권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보장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기본권침해의 헌법적인 정당화에 대한 척도들에 달려 있다. 특히 ‘좁은 의미의 

비례원칙’은 정교한 개별사례에 맞게 조정된 기본권의 구속력의 단계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매우 중요한 논거들을 통해서 논증되

는 데 비하여, 기본권의 사소한 침해 사례들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는 간단하

게 正當化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정도(Eingriffsintensität)

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 역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원리로서의 기본권해석은 입법자의 권한에 대한 침해없이 기본권 구속

력의 최고 수준를 실현한다.

F. 主觀的 權利로서의 基本權

기본권을 원리로서 해석하고 그리고 광의의 구성요건이론을 인정하게 되면, 

확정적인 권리로 강화될 수 없는 잠정적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는 기본권

의 내용이 보장된다. 이에 대하여 페터스는 형량에 의할 경우에는 기본권은 

더 이상 주관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그 司法的 救濟可能性을 상실하

게 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 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본권내용의 경우에는 
단지 입법자에 대한 위임(Direktiven)이 문제로 된다.78)

이러한 반론의 배후에는 기본권에 대한 형량이 主觀的 權利로서 기본권의 

效力範圍를 결정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어떤 기본권적인 원리가 형량과정 

속에서 관철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단순한 객관적 원리만이 문제될 

따름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자는, 잠정적-권리(prima facie-Rechte)와 확

정적 권리(definitive Rechte)의 구분을 주관적 권리(subjektive Rechte)와 단순한 
客觀的 法的 地位의 구별과 혼동하는 것이다. 어떤 단순한 객관적 법적 지위

가 시민에 의하여 사법적으로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77) 광의의 그리고 협의의 구성요건이론(weite und enge Tatbestandstheorien)에 대한 
토의에 대하여는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278쪽 이하;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204쪽 이하.

78) Peters, ZÖR 51(1996), 177-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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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에 적합한 타당한 이야기이다.79) 어떤 단순한 잠정적 권리가 사법

적으로 관철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경우에 

있어서 司法的 貫徹可能性의 어려움은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첫 번

째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법질서에 있어서 법적인 관철가능성의 특성이 시민

에 의하여 인정될 수 없는 어떤 법적 지위(잠정적이든 혹은 확정적이든)가 내

용적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미 내용적으로 어떠한 확정적인 법
적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은 판결 속에서 어떤 권리요구자의 법적 지

위가 내용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선언한 경우에만, 법

원은 단지 법적 효과를 선언할 수 있다. 권리요구자의 법적 지위가 내용적으

로 제한되었다면, 단순히 잠정적인 권리(bloßes prima facie-Recht)로서 권리요

구자의 권리는 어떤 확정적인 無權利(definitives Nicht-Recht)이다.80) 이러한 입

장은 어떤 주관적이고 확정적인 권리(subjektives definitives Recht)가 문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어떤 권리는 법원을 통하여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

게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1) 단순히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법적 지위(bloß 

objektive definitive Rechtsposition), (2) 단순히 객관적이고 단순히 잠정적인 법

적 지위(bloß objektive bloße prima facie-Rechtspositionen) 그리고 (3) 주관적

이고 단순히 잠정적인 권리(subjektive bloße prima facie-Rechte) (따라서 주관

적이고 확정적인 無權利(subjektive definitive Nicht-Rechte))는 시민에 의하여 
사법적으로 관철될 수 없다.

주관적/객관적-이분(subjektiv/objektiv-Dichtomie)을 잠정적/확정적 이분(prima 

facie/definitiv-Dichotomie)과 동일시하는 입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다. 기본권사례의 해결은 어떠한 종류의 憲法訴訟的인 節次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기본법(GG) 제93조 제1항 제4a호, 연방헌법재

판소법(BVerfGG) 제13조 8a호, 90조 이하에 따른 憲法訴願(Verfassungsbe-
schwerde)은 단지 주관적 권리로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 한

해서 제기할 수 있다.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聯邦憲法裁判所法 제13조 

제6호, 제76조 이하에 의한 抽象的 規範統制(abstrakte Normenkontrolle) 그리고 

79) 많은 입장 대신에 주관적 권리에 대한 토의에 대하여는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Ⅲ/1, 554쪽 이하.

80) 확정적인 무권리(definitives Nicht-Recht)의 개념에 대하여는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89-190쪽, 255-256쪽.



2003. 3.] 基本權規範으로서 原理 269

기본법 제100조 제1항,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3조 제11호, 80조 이하에 의한 

具體的 規範統制(konkrete Normenkontrolle)는 어떠한 주관적 권리의 침해없이

도 제기가 가능하다. 형량을 통해서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단지 이를 통해서 主觀的 權利로서의 특성이 

그 기본권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헌법소원심

판은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객관적인 권리보호절차는 가능
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개인과 국가

가 어떠한 기본권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각 개별사례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될 수는 없다.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어

떤 개별법원(Fachgericht)이 구체적 규범통제절차를 밟아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혹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거부하고 문제가 된 이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만 한다. 이
를 통해서 형량은 어떤 기본권이 어느 정도까지 확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가를 내용적으로 확정한다. 기본권은 충분한 범위 내에서 주관적 권리를 보장

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은 기본권이 어느 정도까지 주관적이고 확정적인 권리 

혹은 주관적이고 확정적인 無權利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확정한다.81)

G. 比例性의 原則

적합성, 필요성, 좁은 의미의 비례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원칙들로 구성된 넓
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은 基本權의 原理로서의 性質로부터 도출된 것이

다.82) 페터스는 기본권제한을 제한하는(Schranken-Schranken)의 심사의 역 

속에서 행해지는 비례성 원칙의 심사의 경우에는 헌법의 하위규범인 법률이 

예외적인 방법으로 법질서체계상 우위에 서 있는 어떤 기본권을 제한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루어지는 데 반하여, 원리들 사이의 형량의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를 가지는 기본권규범들 사이의 優先關係의 확정이 문제된다고 반

81) Vgl 양자 모두 다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241쪽 이하.
82)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100쪽 이하; ders, “Rechtssystem und 

praktische Vernunft,” 226쪽; ders, “Individuelle Rechte und kollektive Güter,” 259쪽; 
ders, “Grundrechte als subjektive Rechte und objektive Normen,” 269-270쪽; ders, 
Ratio Juris 5(1992), 149쪽;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15쪽 이하; Huster, 
Rechte und Ziele, 108쪽, 119-120쪽; Stelzer, Das Wesensgehaltsargument und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22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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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제기하 다. 그녀에 따르면 전자는 실제적 조화(praktische Konkordanz)의 

의미 속에서 最適化點(Optimierungspunkt)이고, 후자는 기본권침해 正當化(受

忍)審査(Erträglichkeitsprüfung)이다.83)

이러한 반론은 실제적 조화원칙과 비례성 심사가 이러한 의미 속에서는 전

혀 상이한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동일한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두 개의 상이한 관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기본권에 대한 형
량의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는 기본권적인 원리이어야만 하는 헌법적 순위를 

가지는 원리들 사이의 충돌이 해결된다. 특히 두 가지 기본권적 원리가 관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 언어사용의 의미 속에서 “실체적 조화의 도

출”로 명명한다. 충돌의 사실적인 상황들 속에 그 규칙의 구성요건적 조건들

(Tatbestandsbedigungen)이 존재하고 그 규칙의 법적효과가 우선하는 원리의 법

적효과인 어떤 하나의 규칙이 형량의 결과로서 충돌원칙(Kollisionsgesetz)에 의
하여 생성된다.84) 어떤 법률의 비례성의 심사가 행해지는 경우에 헌법원리들

의 형량이 행해지고 그리고 이러한 형량의 결과는 법률과 비교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법자에게 형성 역이 인정된다. 입

법자가 자신의 형성 역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형량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법률은 비례원칙에 적합한 것이다. 제한된 기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심사는 “기본권침해의 정당화(수인)심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이 
바로 전적으로 같은 형량 그 자체를 통해서 헌법원리들 사이의 실제적 조화를 

도출해내고 그와 동시에 입법자의 형성 역의 고려 속에서 의회가 제정한 법

률이 이러한 원리들의 적절한 형량결과를 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페터스가 “실제적 조화의 도출”의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를 가지는 헌법원리

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비례원칙의 심사의 경우에는 원리와 個別法律(einfaches 
Gesetz)의 서로 상이한 순위를 제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장은 또한 

어떠한 차이도 논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규칙으로서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

83) Peters, ZÖR 51(1996), 170쪽.
84)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83쪽; ders, “Rechtsregeln und Rechtsprinzi-

pien,” 26쪽. 형량의 결과가 완전한 확정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입장은 어
떤 경우든 타당하다; vgl Sieckmann, Regel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69쪽. 그렇지 않으면 형량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원리 속에 존재할 수 있다; vgl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8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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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의 경우에는 그 제한은 실질적으로 법률 그 자체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법률을 내용적으로 정당화하는 원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85)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원리는 헌법상 제1의 혹은 제2의 순위

를 가지는 원리들이다.86)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형량되는 헌법원리들은 동일

한 순위를 가진다.

H. 最適化命令으로서의 原理

페터스는 최적화명령(Gebot der Opitimierug)에는 理想, 최적화명령 그 자체

가 의도하는 접근의 목적(Ziel der Approximation)이 결여되어 있다고 함으로

서, 우선적으로 최적화명령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 다.87) 이러한 의미에서 

그녀는 원리에 의하여 명령되는 것들은 고도로 不確定的인 것이라는 것을 여

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 다.88)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리는 어떤 最適化目

的(Optimierungsgegenstand)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된 基本法 제12조 
제1항에 따른 防禦權(Abwehrrechte)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원리의 최적화목적은 

직업행사(Berufsausübung)와 직업선택(Berufswahl)의 법적인 자유이다.89) 이 최

적화목적은 직업행사와 직업선택에 대한 법적인 자유의 최대한의 광범위한 실

현을 요구한다.

최적화명령은 원리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반론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

다. 그녀는 최적화명령은 최선의 해결책을 실현하는 것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는 것을 지이크만(Sieckmann)90)의 을 제시하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엄격한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 最適化命令은 규칙이지 원리

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91) 이러한 반론은 적절한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85)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96쪽.
86) 제1의 그리고 제2의 헌법순위를 가지는 헌법원리들의 구별에 대하여는 Ⅱ. C.

를 참조하시오.
87) Peters, ZÖR 51(1996) 169쪽.
88) Peters, ZÖR 51(1996), 169쪽, 178쪽, 181쪽.
89) 다른 기본권의 기능(Grundrechtsfunktion)(기본권의 기능의 구분에 대하여는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63쪽 이하)이 문제되어 지는 한에 있어서는, 또
한 최적화목적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최적목적은 “근로권(Recht auf Arbeit)”의 의미 속에서의 직업행사와 직
업선택의 현실적인 자유(faktische Freiheit)이다

90)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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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리이론 자체가 폐기될 것은 아니다. 최적화명령의 경우에는 규범 N1: “그

것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한에 있어서는 누구나 자신의 직업

을 행사할 자유를 가진다”의 경우와 같이, 규범의 내용 속에서 사실적 그리고 

법적인 가능성들의 상대화가 나타난다. 규범 N1은 모든 경우에 완전히 충족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하나의 규칙이 문제가 된다. 이와 반대로 그 규범

의 충족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한에 있어서 그 규범의 완전한 

실현(Erfüllung)이 요구되는 방식 속에서만 단지 유효한 규범 N2: “누구나 자신

의 직업을 행사할 법적인 자유를 가진다”의 경우와 같이, 사실적 그리고 법적

인 가능성들의 상대화가 규범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적화명령

은 문제되지 않는다. 최적화명령은 그 규범 그 자체의 범위 밖에 존재한다. 규

범 N2은 어떠한 엄격한 효력도 요구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원리의 개념정의의 

어떤 유용한 부분을 설명하는 어떤 최적화명령92)의 하나의 가능한 목적이다. 
법이론적인 정확한 구분의 의미 속에서 볼 때 최적화명령은 결과적으로 규칙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화명령이 법적인 가능성들의 상대화를 통하여 

구조적으로 형량을 필연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하여 원리의 효력을 전제로 하

는 한에 있어서는, 규칙의 특별한 형태가 주요문제로 다루어지게 된다.93) 원리

는 최적화목적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러한 최적화목적의 최적화를 법적으로 명

령화는 것을 최적화명령의 개념은 또한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어떤 정확한 
법이론적인 재구성이 문제되지 않는 곳에서는, 최적화명령으로서 원리의 다소 

부정확한94) 특성표시가 간단하게 유지될 것이다.95)

91) Peters, ZÖR 51(1996), 169쪽. Vgl 여기에 대하여는 이미 Aarnio, “Taking 
Rules Seriously,” ARSP Beiheft 42(1990) 187쪽; Peczenik, On Law and Reason, 78쪽 
상세한 것은 Penski, “Rechtsgrundsätze und Rechtsregeln,” JZ 1989, 109-110쪽;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76-77쪽.

92) Vgl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는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64쪽 이하;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76쪽.

93) Vgl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75쪽, 
84-85쪽; ders, “Rechtssystem und praktische Vernunft,” ARSP 78(1992) 151쪽; ders, 
“Zur Abwägungsfähigkeit von Prinzipien,” in Koch/Neumann (Hrsg), Praktische 
Vernunft und Rechtsanwendung(1994) 209쪽.

94) 알렉시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Ungenauigkeit)는 물적 대상 역 그리고 메타 역

(Objekt- und Metaebene)의 혼합의 한 결과이다. 물적 대상 역에서는 아마도 이상적인 

그리고 그와 동시에 최적화될 수 있는 명령으로서 점진적으로 실현가능한 원리가 형량

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다. 메타 역에서는 물적 대상의 역의 목적들(Gegenständ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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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法的 또는 道德的 規範으로서의 原理

페터스의 견해에 따르면 드워킨(Dworkin)의 “rule”개념의 번역인 “Regel”은 

“언어적인 오류”로 설명된다. 원리의 확정을 위해서 드워킨은 본질적으로 도덕

적인 고려(moralische Erwägungen)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드워킨이 도

덕적인 고려를 규칙의 형태로 존재하는 규범에 대립시키지 않으려고 했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페터스는 rule에 대한 보다 정확한 번역은 

“Norm”이라고 한다. 그녀는 이러한 번역을 통하여 Normen과 Prinzipien은 서
로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6)

그녀의 의미론적인 명제(semantische These)가 적절한 것인가 여부의 문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97) 원리가 법적인 규범을 의미하는가의 문제는 의미론적

인 고려만을 가지고 결정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논증이다.

원리는 도덕적 고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리는 규칙의 형태로 존재하는 

규범에 대립되는 것이라는 페터스의 지적98)은, 원리는 전적으로 도덕적 성격
을 가지고, 따라서 항상 법적인 규범99)은 규칙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

러나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근거지우기 위해 드워킨을 인용할 수 없

다. 그녀와 정반대로 드워킨은 원리를 법적인 권리(juristische Rechte)라고 강

조하 기 때문이다.100)

관련이 있는 것들이 언급된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규칙으로서 최적화명령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최적화명령은 독자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최적화될 
수 있는 명령의 대상의 가능한 최대한 실현을 요구한다. 원리로서 이상적 당위와 규칙
으로서 최적화명령사이에는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고 그리고 그 반대로 되는 하나의 필

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Alex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ason,” in Aarnio/ 
Wintgens (Hrsg), My Philosophy of Law(발간중).

95)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77쪽.
96) Peters, ZÖR 51(1996), 167쪽.
97) 이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당면한 현재의 맥락(Kontext)에서는 

“Regel”은 전적으로 “rule”의 적절한 번역이다. 이렇게 볼 때 저자 혼자 이러한 입장에 
서있지 않다는 점은 우어줄라 볼프(Ursula Wolff)의 “Taking Right Seriously”의 번역에
서 이러한 번역이 계속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해 준다. Dworkin,     
Bürgerrechte ernstgenommen(1990).

98) Peters, ZÖR 51(1996), 167쪽.
99) 페터스의 경우 규범(Norm)의 개념은 “법규범(Rechtsnorm)”과 동의어로 사용된

다. 이러한 입장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아니다. 도덕적인 당위
(moralisches Sollen)는 바로 어떤 규범, 어떤 도덕적 규범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100)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3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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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가 질서합치적인 어떤 규범제정행위에 의하여 지원될 수 있고, 사회적

으로 유효한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법실증주의적 법개념에 의하여서도 법규

범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여러 번 예를 든 기본법 제

2조 제2항 제1문 그리고 제12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적인 원리들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규칙의 사례(Regelfall)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사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101) 그 효력의 논증에 있어서 내용적인 고려와 특히 도덕
적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질서합치적인 규범제정과 사회적 유효성에 의하여 뒷

받침될 수 없는 원리를 고려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의무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법적인 효력척도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원리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도덕적 원리로서 이러한 원리

의 효력은 전적으로 그 원리의 내용적인 타당성(inhaltliche Richtigkeit)에 달려 
있다. 도덕적 원리의 고려를 위한 어떤 법적인 의무에 대하여 그 어떤 하나의 

규범이 어떤 하나의 법적 원리인 경우에는, 그러한 규범은 법적인 결정에 있

어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주장 혹은 그 어떤 하나의 규범이 어떤 하나의 道

德的 原理인 경우에는, 이것은 법적인 결정에서 고려될 수 없다는 주장 중 하

나가 제시된다.1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원리의 고려를 위한 법적인 의

무는 어떤 선례적인 구속(präjudizielle Bindung)과 권리가 제시하고 있는 타당
성의 요구로부터 나온다.

법원이 어떤 단순한 도덕적 원리를 처음으로 법적인 결정에 적용한다면, 이

것은 모든 후속적인 법적용자에 대한 하나의 先例的 拘束이 된다. 선례에 대

한 구속은 하나의 法的 拘束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단순한 도덕적 원

리가 법적인 원리가 된다. 그러한 종류의 어떤 선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한

에 있어서는, 도덕적 원리의 고려를 위한 어떤 법적인 의무는 그 권리가 필연
적으로 제기하는 타당성의 요구로부터 나온다.103) 내용적 타당성은 또한 도덕

101) 약화된 법과 도덕의 결합명제(schwache Verbindungsthese)의 의미속에서 비법
실증주의적인 법개념이 근거지워 진다면, 예외적인 사례들의 경우에는 내용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Ⅱ. K.를 보라.

102) Neumann, “Rezension: Robert Alexy,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 
Protosoziologie 6(1994), 246쪽.

103) 타당성(Richtigkeit)의 요구에 대하여는. Alexy,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2, 130쪽 이하; ders, “Bulygins Kritik des Richtigkeitsarguments,” in Gar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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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도덕적 원리이다. 타당성의 요구는 法

實證主義的인 法槪念을 도덕으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104)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도덕적 원리는 처음부터 법적인 견지에서 고려될 수 있다. 어

떤 법적용자가 法的 原理에 따라서 혹은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道德的 原

理에 근거하여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없이, 그는 법에 구속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J. 法槪念에 대한 討論에 대하여

페터스에 의한 알렉시의 법개념의 묘사에는 잘못된 이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알렉시는 어떤 법률이 극단적으로 부정의한 경우에는105), 그 법

률은 법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약화된 법과 도덕의 결합명제(schwache 

Verbindungsthese)를 따르고 있다. 구스타프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에게

로 소급되는106) 이러한 입장을 연방헌법재판소도 따르고 있다.107) 페터스에 따
르면 그러한 종류의 법개념은 “우선적으로 질서합치적인 법률성 혹은 사회적 

유효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의 내용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는 

것이다”108). 여기에는 법관이 도덕과 부도덕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될 위험

이 도사리고 있다. 아마도 법관이 바로 “직권에 의한 법률위반자”가 될 것이

다, 법률가가 “도덕의 守護使徒(Moralapostel)로 변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페

터스는 설명하고 있다.109)

Valdez/Krawietz/Wright/Zimmerling (Hrsg), Normative Systems in Legal and Moral 
Theory, Commemorative Publication for Carlos E. Alchourron and Eugenio Bulygin 
(1997), 235쪽 이하.

104) Alexy, “Bulygins Kritik des Richtigkeitsarguments,” 238쪽.
105) Alexy,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2, 201쪽.
106) Radburch, “Gesetzliches Unrecht und übergesetzliches Recht”(1946), in ders, 

Gesamtausgabe, Bd 3(1990), 89쪽.
107) BVerfGE 3, 58쪽(119쪽); 3, 225쪽(232쪽); 6, 132쪽(198쪽); 6, 389쪽(414쪽); 

23, 98쪽(106쪽); 54, 53쪽(68쪽). BVerfGE 95, 96쪽(135쪽)-장벽수호(Mauerschützen)-에 
나타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다소 불명확하다; vgl 여기에 대하여는 Alexy, “Der 
Beschluß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den Tötung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vom 24. Oktober 1996,” Berichte aus den Sitzungen der Joachim Jungius-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15(1997) Heft 3, 26쪽 이하.

108) Peters, ZÖR 51(1996), 172쪽.
109) Peters, ZÖR 51(1996),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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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된 법과 도덕의 결합명제에 따른 법개념은 모든 법실증주의적인 법개념

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법률이 사회적으로 유효하고, 질서에 적합하게 정

립될 것을 요구한다. 약화된 법과 도덕의 결합명제에 따른 법개념은 법률이 

극단적인 불법이 아닐 것만을 단지 보충적으로 요구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체계하에서는 이러한 약화된 법과 도덕의 결합명제는 지금까지 단지 분단독

일의 국경에서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동독(DDR)의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인종
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이주한 유태인의 독일국적을 박탈한 1941년 11월 25

일의 제국민법의 제11차 시행명령 제2조의 경우에만 받아들여졌다.110) 이렇게 

볼 때 내용적인 타당성은 단지 아주 특별하고 희귀한 예외사례들 속에서만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내용적인 타당성은 절대적으로 결정에 있어서 “최우선적

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페터스에 의하여 보다 부풀려진 法的 安定性111)의 상실가능

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의 법적 안정성의 상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實質的 不正義를 벗

어나기 위한 어떤 가벼운 법적 안정성의 상실은 最小限의 必要惡인 것이다.112)

그 이외의 非法實證主義的 法槪念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극단적으로 부정의한 법률(extrem ungerechte Geseze)을 나중에 폐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의 재선을 희망하는 입법자는 통상적으로 이

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고 페터스는 이야기 하고 있다.113) 극단적인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事後에 遡及效를 가지는 형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어떤 행위

의 正當化根據가 폐기된다면, 형법의 역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114) 형법적인 역 외에 입법자가 극단적인 불법을 폐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단지 한 가지 예로서 

110) BVerfGE 23, 98쪽(106쪽); BVerfGE 95, 96쪽(135쪽 이하); BGHSt 39, 1쪽(16
쪽); 39, 168쪽(183-184쪽); 40, 218쪽(232쪽); 40, 241쪽(244쪽); 41, 101쪽(105쪽).

111) Peters, ZÖR 51(1996), 175-176쪽.
112) Vgl Alexy,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2, 90쪽 이하.
113) Peters, ZÖR 51(1996), 175쪽.
114) 많은 입장들을 대신하여. vgl Alexy,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2, 98-99쪽; 

ders, “Mauerschützen,” Berichte aus den Sitzungen der Joachim Jungius-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11(1993) Heft 2, 30쪽 이하; ders, Berichte aus den Sitzungen der 
Joachim Jungius-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15(1997) Heft 3, 1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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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결정(Staatsangehörigkeitsbeschluß)115)만이 인용된다. 불법적으로 독일국적

을 박탈당한 자가 다시 독일국적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독일 토에

서 자신의 거주를 마련하고 국적재취득에 대한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가능하

게 만드는 기본법 제116조 제2항이었다. 이 결정에서 문제가 된 유대인 변호

사는 1942년 자신의 이주 이후 암스테르담으로부터 추방되었으며, 그 이후 그

의 행방은 두절되었다. 기본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한 절차의 가능성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법상의 분쟁에 있어서 그의 국적이 문

제되었다. 국적박탈은 극단적인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기본법 제

116조 제2항에 의한 절차가 거부된 그러한 사례들을 위한 극단적인 불법의 폐

지가능성을 만들어놓지 않았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입법자가 어떤 힘있는 거

대집단이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관심을 보이는 문제인 경우에만 모든 규칙 속

에서 극단적인 불법을 폐지시킨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또한 법치국가는 
개개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페터스가 켈젠(Kelsen)을 언급하면서, 도덕적인 판단은 학문적인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116) 단지 도덕적 판단의 합리적인 논증

가능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메타윤리적 문제(metaethisches 

Problem)들에 대한 토론 속에 존재하는 많은 명제들 중의 하나만이 공식화된

다.117) 여기에서 그녀는 약화된 법과 도덕의 결합명제는 모든 도덕적인 판단
이 논증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단지 언급하고 있

다. 약화된 법과 도덕의 결합명제는 “단지 인종적인 이유에서의 인격성의 부

인은 극단적인 불법이다”라는 것과 같은 극단적 불법에 대한 원칙들이 논증가

능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 이 경우가 바

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밖의 점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

합한 것이라는 하나의 광범위한 社會的 合意(Konsens)118)가 合理的인 論證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의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법

115) BVerfGE 23, 98쪽 이하.
116) Peters, ZÖR 51(1996), 174쪽.
117)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에 대하여는 vgl 많은 입장을 대신하여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3; ders, “Rechtssystem und praktische Vernunft,” 
229쪽 이하; Sieckmann, ARSP 83(1997) 14쪽 이하.

118) Vgl Radbruch, “Fünf Minuten Rechtsphilosophie”(1945), in ders, Gesamm-
tausgabe, Bd 3,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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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것이다.119)

Ⅲ. 基本權의 制限

기본권을 전적으로 규칙120)으로 보는 기본권해석에 대하여는 보다 중요한 

논거가 제시된다. 기본권이 법률의 제정121)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제한되거나 

내부적으로 한계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권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

다. 만일 페터스가 주장한 의미처럼 기본권이 규칙이 된다면, 제한될 수 없는 

권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에 대한 비례성심사도 불가능하게 될 것

이다.

주관적 권리에 대한 외부이론(Außentheorie)의 의미 속에서 外部理論的 權利

(außentheoretische Rechte)로서 기본권은 외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와 반대로 內部理論的 權利(innentheoretische Rechte)는 자신의 확정적인 권
리내용을 처음부터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122) 어떤 권리의 제한(Beschränkung)이나 한계설정

(Einschränkung)은 어떤 권리의 축소화(Verkleinerung) 혹은 감소화(Vermin-

derung)이다.123) 어떤 권리에 대한 제한과정을 통해서 전에는 권리의 내용이었

던 것이 나중에 더 이상 권리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119) Alexy,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2, 94-95쪽.
120) Peters, ZÖR 51(1996), 167쪽. 그리고 여기 저기 산재하여.
121) 설사 의회의 법률(Parlamentsgesetz)에 의한 어떤 기본권제한(Einschränkung)이 

규칙을 의미한다 할 지라도, 그러나 기본권제한은 개별처분(Einzelakte)에 의하여만 가
능하다; vgl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09-110쪽.

122) 주관적 권리의 외부이론(Außentheorie) 그리고 내부이론(Innentheorie)의 구별에 
대하여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29쪽 이하. 뤼베-볼프(vgl Lübbe-Wolff, 
Die Grundrechte als Einfgriffsabwehrrechte(1988), 25쪽 이하)의 사전형성모델(Präforma-
tionsmodell)에 따르면 권리는 항상 내부이론적 권리(innentheoretische Rechte)를 의미하
는 데 반하여, ｢침해-제한｣의 사고(Eingriffs-Schranken-Denken) 또는 ｢침해-제한｣의 도
식(Eingriffs-Schranken-Schema) (vgl Häberle, Die Wesensgehaltsgarantie des Art 19 
Abs 2 GG3(1983), 3쪽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의하여 도출된 권리는 항상 외부이론적 권
리(außentheoretische Rechte)를 의미한다. 침해-제한-도식 그리고 사전형성모델과의 관계
와 마찬가지로 외부이론적 권리와 내부이론적 권리의 구분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는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24쪽 이하.
123) Schwabe, Probleme der Grundrechtsdogmatik(1977),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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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과제과점의작업시간에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제정․공포 전에는 

제빵업자가 한밤중에도 제빵작업을 하는 것은 또한 법적으로 인정된 자유 다. 

빵집과제과점의작업시간에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제정․공포에 의하여 

직업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자유의 구성부분으로서 이러한 특별한 법적 

자유는 제거되었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제한된

다.124) 권리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항상 內部理論的인 權利로 인정되는 규
칙125)에 대한 어떠한 制限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규칙은 처음부터 자신의 

확정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칙의 적용의 경우에는 단지 이미 

확정된 내용만이 획득될 뿐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본권적인 자유를 법

률의 제정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는 입법자의 권한은 기본권의 규칙모델에 의

하여서는 재구성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본권제한의 현실적인 유효성은 그 
제한이 넓은 의미의 비례원칙에 적합한가 여부에 달려 있다.126) 기본권이 내

부이론적인 권리로 이해되고, 그리하여 규칙으로 설명된다면, 기본권의 적용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규칙으로서의 기본권은 이러한 형량

과정 중에 놓여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규칙에 대한 형량은 고려될 수 없기 

때문이다.127) 따라서 기본권 그 자체는 형량될 수 없고, 규칙으로서 先在하는 

124) Vgl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01쪽 이하.
125)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99-100쪽.
126) 이것은 어떠한 경우이든 방어권(Abwehrrechte)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

었다. 평등권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급부권(Leistungsrechte)의 모든 세 가지 부분분
류(Teilklassen)(기본권적인 보호권(grundrechtliche Schutzrechte), 사회적 기본권(soziale 
Grundrechte),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grundrechtliche Rechte auf Organisation und 
Verfahren))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들이 제한가능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는 의견의 대립이 존재한다. 설사 이러한 권리들이 제한불가능한 권리라는 관점에서 출
발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획득을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들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비례성심사의 역에서 형량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11쪽 이하. 그런 까닭에 기본권적인 급부권의 
모든 세 가지 부분분류와 평등권에 대한 비례원칙에 적합한 제한(verhältnismäßige 
Beschränkung)은 가능하다(보호권에 대하여는 244쪽 이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는 
298쪽 이하, 조직과 절차에 관한 기본권에 대하여는 326쪽 이하, 337쪽, 343-344쪽, 평
등권에 대하여는 364쪽 이하).

127) Alexy, “Rechtssystem und praktische Vernunft,” 216-217쪽; ders, “Idee und 
Struktur eines vernünftigen Rechtssystems,” ARSP Beiheft 44(1991) 40쪽;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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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들의 형량의 한 결과라는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 기본권보다 선재하는 

원리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기본권보호를 매우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 그러한 종류의 모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다. 기본권에 선재하는 규범

으로서 원리는 아마도 더 이상 기본권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기본

권이해는 무엇보다도 기본법 제1조 제3항 그리고 인간 존엄의 내용에 관계되

는, 기본법 제79조 제3항의 소위 永久性保障(Ewigkeitsgarantie)에 해당되는 전
통적인 기본권의 보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이 단순히 어떤 형

량의 결과를 의미한다면, 기본권의 내용은 전적으로 어떠한 원리들이 형량과

정에서 고려되고, 어떻게 이러한 원리들을 저울질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완전히 기본권의 내용은 법적용자의 任意에 맡겨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128)

기본권제한에 대한 이론적 재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례성심사 과

정 자체가 관철될 수 없는 이러한 기본권모델은 부적당한 것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기본권은 하나의 原理領域(Prinzipienebene)을 제시한

다.129)

128) Vgl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11쪽 이하.
129) 법적인 자유의 원리(Prinzip der rechtlichen Freiheit)는 방어권(Abwehrrechte)을 

근거지운다(많은 입장들을 대신하여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202쪽 이하, 309
쪽 이하;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168쪽 이하, 183쪽), 제3자의 기본권침
해에 대한 기본권적인 보호법익의 보호의 원리는 기본권적인 보호권(grundrechtlicher 
Schutzrechte)를 근거지운다(원리로서의 기본권보호의무(grundrechtliche Schutzpflicht)에 
대하여는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420쪽 이하;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237쪽 이하; Isensee, HStR V, §111 방주 138; Klein,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VBl 1994, 495쪽; Sieckmann, Regelmodelle und Prinzipienmodelle des 
Rechtssystems 144쪽; Unruh, Zur Dogmatik der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1996) 
62쪽, 88쪽), 현실적인 자유의 원리(Prinzip der faktischen Freiheit)는 사회적기본권
(soziale Grundrechte)을 근거지운다(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465쪽;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289쪽, 303쪽; vgl Penski, “Zur Begründung und Struktur 
sozialer Rechte,” ARSP Beiheft 58(1995) 185-186쪽). 조직과 절차에 대한 기본권적인 
권리(grundrechtliche Rechte auf Organisation und Verfahren)의 경우에는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적인 원리의 최적목적들(die Optimierungsgegenstände)의 실현이 문제된다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326쪽, 330-331쪽, 338-339쪽), 법적이고 현실적
인 평등의 원리(Prinzip rechtlicher und faktischer Gleichheit)는 평등권적 기본권
(Gleichheitsgrundrechte)을 근거지운다(Alexy, Theorie der Grundrechte3 377쪽 이하; 
Borowski, Grundrechte als Prinzipien 35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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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槪要

원리로서의 기본권해석에 대한 모든 반론들은 논박될 수 있다. 설사 몇몇의 

반론들이 보다 세분화되고 그리고 심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원리

로서의 기본권해석은 유지될 수 있다: 기본권의 적절한 재구성은 단지 원리모

델(Prinzipienmodell) 속에서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