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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저명한 자연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였던 사무엘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나
홉스와 같은 전대의 사상가들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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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성적 자연법의 발전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 자신의 지명도에 비하
여 국내에서는 아직 푸펜도르프에 관한 개별 연구가 거의 진척되어 있지 않
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푸펜도르프의 법사상을 국가의 형성이라는 측면
에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 그의 자연법적 사고가 자신의 국가
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 그렇게 설립된 국가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푸펜도르프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종교 전쟁의 여파가 가장 컸던 신성로마
제국 안이었다. 그렇기에

년 전쟁이 끝나면서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 이

30

전과 이후의 시기를 모두 그 지역에서 경험한 푸펜도르프는 가톨릭과 프로테
스탄트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가 화해될 수 없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는
점과, 신앙의 대립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지를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회와 국가 전반에 다시 안정과 평화를 되찾
기 위하여 모든 이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을 자연법에서
찾고자 하면서도, 이를 신학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세속의 영역에서 확립시
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푸펜도르프는 기존의 스콜라 철학이나 루
터파의 신학적 사고를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신앙과 관계없이 인간이
라면 누구나 인식 가능한 규범의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그는 국가나 사회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본성에 주목한다. 그가 관
찰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하여 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생존조차 할 수 없으므로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서로 협동하여 살
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홉스가 바라보듯이 스스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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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위하여 다른 인간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존재였다. 또한 물리적
으로 인식 가능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저 존재할 뿐인 인간에게 의미를 부
여하고 더 나아가 인간들이 선·악과 같은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entia

physica)

와는 별개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entia

가 외부로부터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따

moralia)

라서 푸펜도르프는 자연법 또한 상급자이면서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인간에
게 원하는 바를 부과한 규범이라고 보면서, 인간에 대한 관찰 결과로부터 도
출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은 모든 인간이 자신에게 가능한 만큼 사회성을
함양하고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인간들
은 노력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신 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스스로
에게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를 부과할 수 있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범이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소규
모 가족 공동체만으로는 이루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푸펜도르프는 이러한 연역적인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
과 인간 사이의 근본 관계를 계약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는 현실적으로
는 일방이 타방에 종속되는 주인과 노예와 같은 관계 또한 계약으로서 이론
을 구성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국가에 이르러 주권자와 신민의
계약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푸펜도르프는 국가가 두 개의 협약(pactum)과 한 개의 결정(decretum)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
어 최고 명령권을 주권자에게 부여하는 쌍무 계약이었다. 주권자에게는 신민
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주어졌고 반대로 신민은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이를 쌍무적인 계약 관계로
구성하면서도, 최고 명령권자인 주권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신민
이 저항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계약으로 비롯되는 양쪽의 의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푸펜도르프는 그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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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권자 쪽에 강하게 두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그 자연법적 국가론의 귀결
은 강력한 힘을 지닌 절대계몽군주가 통치하는 국가였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적 국가론은 자신이 직접 살았던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란 과연 어떻게 형성된 것이
고,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 힘을 행사해야 하
는지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국가의 정당
성을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인식 가능한 보편 규범인 자연법으로부터 찾으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법과 도덕의 영역, 정치와 신학의 영역을 구별하였
고, 자연법을 오로지 현실 세계만을 규율하는 의무의 체계로 파악함에 따라
개별 신앙에 의한 대립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푸펜도르
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성립된 통일된 의지를 지닌 강한 국가야말로 자연
상태의 인간들의 끊임없는 분쟁을 종식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따라서 그의 자연법적 국가론은 그로티우스나 홉
스의 이론으로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못했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세

17

기 유럽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자, 동시에
그의 입장 또한 단순히 그로티우스와 홉스 사이의 단순한 중간점이 아니라
정·반·합을 이루는 변증법적 관계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다.

주요어: 푸펜도르프, 이성적 자연법,

17

세기, 베스트팔렌 조약, 국가의 형

성, 그로티우스, 홉스

학번:

2010-23527

- iii -

일러두기
[본문에 나오는 약어들 일람]

D HR

De

habitu

religionis

활의 관계,

christianae

ad

vitam

De

jure naturae

D OH

De

officio

명
EJU

statu

기독교와 시민생

자연법과 만민법,

et gentium libri octo [

hominis

et

civis

juxta

legem

법에 따른 인간과 시민의 의무에 대하여,
De

[

1687]

DJN

DS I

civilem

imperii

Severinus de

Elementorum

Germanici

naturalem

libri

1672]

duo

[

자연

1673]

독일 제국의 국체(國體)에 대하여, 필

[

Monzambano, 1667]

jurisprudentiae

universalis

1660]

- iv -

libri

duo

[

보편법학요론,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 ······································································································· 1
1.

17

(1)

세기 서유럽과 푸펜도르프 ··············································································· 1

시대적 배경 ········································································································· 1

(2) 17
(3)
2.

세기의 자연법과 푸펜도르프 ······································································· 2

연구의 방향 ········································································································· 5

연구의 방법 ············································································································· 6

(1)

개요 ······················································································································· 6

(2)

사료의 선정과 한계 ··························································································· 7

제2장 17세기 유럽에서의 푸펜도르프의 삶 ·························································· 9
1.

역사적 배경 ············································································································· 9

(1)

서 ··························································································································· 9

(2)

아우그스부르크 화의

(3)

베스트팔렌 조약 ······························································································· 11

(4)

소결 ····················································································································· 13

······················································································· 9

2.

푸펜도르프의 생애 ······························································································· 14

3.

시사점 ····················································································································· 17

제3장 푸펜도르프의 국가론 ····················································································· 20
1.

푸펜도르프의 목적 ······························································································· 20

(1)

서 ························································································································· 20

(2)

스콜라 철학의 극복 ························································································· 20

(3)

루터파의 자연법 비판에 대한 재반박 ························································· 23

(4)

소결

2.

··················································································································· 25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 26

(1)

자연 상태 ··········································································································· 26

- v -

의 편제 ····································································································· 26

1) DOH
2)

자연 상태의 분석 ···························································································· 27

3)

홉스와의 차이 ·································································································· 29

(2)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entia
physica)

··········································································································· 31

1)

개요 ···················································································································· 31

2)

양자의 관계 ······································································································ 32

3)

그로티우스와의 차이 ······················································································ 34

4)

소결 ···················································································································· 36

(3)

3.

와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entia

moralia)

푸펜도르프의 인간상 ······················································································· 36

1)

가치중립적인 인간 ·························································································· 37

2)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 38

사회(Societas)의 형성 ·························································································· 40

(1)

법(Lex)과 의무(Officium) ················································································ 40

1)

법의 정의(定議) ································································································ 41

2)

자연법의 구속력 ······························································································ 42

3)

푸펜도르프의 의무론 ······················································································ 44

4)

소결

(2)

·················································································································· 46

자연법의 계명들(Praecepta) ··········································································· 47

1)

자연법의 제1계명 ···························································································· 47

2)

자연법의 입법자 ······························································································ 50

3)

특징 ···················································································································· 51

4)

라이프니츠의 비판 ·························································································· 53

5)

소결

(3)

·················································································································· 55

국가 이전의 사회 ····························································································· 58

1)

서 ························································································································ 58

2)

푸펜도르프의 계약 관념 ················································································ 59

3)

사회적 공동체 내에서의 명령권 ··································································· 62

- vi -

4.

국가(Civitas)의 설립 ···························································································· 66

(1)

국가 형성의 이유 ····························································································· 66

(2)

국가의 형성 과정 ····························································································· 69

1)

다수(多數)의 필요성 ························································································ 69
개의 협약(pactum)과 1개의 결정(decretum) ··········································· 71

2) 2
3)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국가 ··········································································· 72

4)

홉스의 국가론과의 비교 ················································································ 76

(3)

5.

저항권의 인정 가능성 ····················································································· 81

1)

저항권에 대한 푸펜도르프의 입장 ······························································· 81

2)

최고 명령권에 대한 통제 ··············································································· 83

최고 명령권자와 신민의 관계

······································································· 86

(1)

서

(2)

최고 명령권자의 의무 ····················································································· 87

······················································································································· 86

1)

개요 ···················································································································· 87

2)

국가 법률에 대하여 ························································································ 88

3)

종교에 대하여 ·································································································· 90

(3)

시민의 의무 ······································································································· 95

(4)

자연법적 국가론의 적용

1)

··············································································· 96

서 ························································································································ 96
의 검토 ········································································································ 96

2) DSI

제4장. 결론 ················································································································ 102
참 고 문 헌 ················································································································ 104

- vii -

제1장 연구의 목적
1. 17세기 서유럽과 푸펜도르프

(1)

시대적 배경

서양사의 흐름 안에서

17

세기 서유럽은

16

세기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세기 말에 발견된 신대륙으로의 계속되는 이주·식민 정책들은

15

어

17

16

세기에 이

세기까지도 유럽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크게 확장시킨 데 반해, 경제적

인 측면, 특히 농업 생산량의 측면에서도 유럽은 여전히 기존의 생산 방식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잦은 흉년과 이상 기후로 인하여 스페인
이나 이탈리아, 기타 중부 유럽의 몇몇 군데에서는
줄어들기까지 하였다.

1)

16

세기보다도 생산량이

대형 장원들이 차지하는 토지들과 그로부터 생산되는

바가 여전히 영주나 귀족 계층의 주된 수입원이었고, 비록 확대되는 식민지
무역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시에서의 산업 생산력 증가는 이후 한 세
기 이상이 지나서 서유럽에 도래하게 될 산업혁명의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었
다고는 해도
그럼에도

2)

17

16

세기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세기는 변화의 한 세기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 가지의

변화는 바로 종교와 과학의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터(M.

Luther,

1483-1546)

세기 초반에 시작된 루

16

의 종교 개혁은 기존까지 가톨릭교회가 지배하고 있

었던 신앙 공동체인 유럽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후 이 갈등은 크고
작은 다툼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30

년 전쟁을 통하여 유럽의 종교적·정치적

질서 자체를 재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전의 시대와 구별하여 ‘과학 혁명’
이라 불릴 정도였던 과학의 발달은 물질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이해 범위를 더
없이 확장시켰으며, 이는 단지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도 큰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특히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1) D.H. Pennington, Europe in the Seventeenth Century (Longman, 1989), p. 2.
2) O.F. Robinson, T.D. Fungus, W.M. Gordon, European Leg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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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뚜렷한 한 획을 긋게 된다. 종교 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 된 유럽 안에서
교황으로 대표되는 영적(靈的) 권력과 군주로 대표되는 세속(世俗)의 권력 사
이의 다툼은 결국 국왕의 승리로 결정이 나고, 전후의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
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당시에 활동하던 이들에게 있어 이러한 사회적 변동을 설명하고, 또
전쟁으로 피폐해진 현실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론의 정립은 어찌 보면
필요불가결 했다. 예를 들어 그로티우스(H.

Grotius,

는 종교 분쟁

1583-1645)

으로 인한 각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 신앙에 좌우되지 않는 보편
적 원리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홉스(T.

는 영국 내전(內戰)

Hobbes,

1588-1679)

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주권자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기의 자연법과 푸펜도르프

(2) 17

이 시대에 활동한 수많은 사상가들은 유럽의 법 전통과 정치 철학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또 후대의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법과
관련하여,

17

세기부터

18

세기에 이르기까지를 풍미한 자연법(lex

에

naturalis)

대해 법사상사나 법철학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은 상당수 있음에도, 개별
적인 사상가 한 명에 주목하여 그를 중점적으로 다룬 바는 그 범위가 제한되
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당대의 저술들 중 국내에서 번역되어 출
판된 경우는 매우 희소하며, 있더라도 비교적 잘 알려지고 유명한 홉스나 로
크(J.

Locke,

1632-1704)

여기서 본 논문은

등의 저술에 한정되어 있다.

세기에 활동한 독일의 저명한 자연법 학자이자 동시에

17

정치 철학 사상가였던 푸펜도르프(S.

Pufendorf,

1632-1694)

한다. 자연법에 관하여 서술한 그의 주요 저서들인
Gentium>(
Civis

자연법과 만민법,

juxta

Legem

1672,

이하

과

DJN)

<De

<De

를 다루어보고자
Jure

Officio

Naturae

et

Hominis

et

자연법에 바탕을 둔 인간과 시민의 의무,

Natur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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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이하

은 유럽의 주요 언어들로 번역되어 출판된 바 있으며, 유럽

DOH)

대륙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식민지의 수많은 대학들에서 교재로 사용된 바
있었다.

3)

Wieacker)

푸펜도르프가 유럽의 법학에 끼친 영향력에 대하여 비아커(Franz
는 푸펜도르프에 의하여 전대의 학자들로부터 이어져 온 이성법의

원리들이 정밀하면서도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전제와 결론들로 구성된 체계에
도입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갈릴레오와 데카르트의 자연과학
적이고 인식론적인 이론들을 법이론의 영역에 최초로 적용한 자는 푸펜도르
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4)

그리고 이와 유사한 논지로, 근대 이성적 자연법

론의 창시자는 푸펜도르프 본인이 주장했듯이

5)

그로티우스가 아니라, 오히려

푸펜도르프 자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6)7)

이러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에 가장 많은 사상적인 영향력을 끼친 전
대의 학자들로는 그로티우스와 홉스가 거론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사교
성(appetitus

에서 찾으며 이성의 힘을 바탕으로 자연 상태에서도

societatis)

인간은 평화로울 수 있다고 본 그로티우스와, 이와 반대로 자연 상태를 철저
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계로 바라보며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자기
보존의 원리에 불과하다는 홉스의 이론은 일견 상충하는 것이다. 이후에 보
다 자세히 논하겠지만, 푸펜도르프의 입장은 이 양자를 조화하고자 하는 것
이었고 그렇기에 그의 이론은 양자 사이의 절충설에 가깝다. 그러나 양쪽을
절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결국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
3) J.B. Schneewind, "Pufendorf's Place in the History of Ethics", Grotius, Pufendorf and Modern
Natural Law, ed. K. Haakonssen (Ashgate, 1999), p.199.
4) F. Wieacker,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Vandenhoeck & Ruprecht, 1967), p.301.
5) DJN의 '독자들에 대한 서문(Lectori Benevolo)'에서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야말로 동일한 세대 중
에서도 가장 먼저 해당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또 후학들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저 그를 쫓아
갈 뿐이라고 밝히면서, 비록 그로티우스의 이론에도 오류나 결점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성과의 대단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은 그의 ‘아들’들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와 유사한 논의
는 EJU의 서문(Praefatio)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6) 이태제,『法哲學史와 自然法論』, (法文社, 1984), 18면, 124면
7) 이 외에도 푸펜도르프 개인의 사상체계만을 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16·17세기의 근대 자연법을 주
제로 삼으면서 푸펜도르프를 그 일부로 다루거나 혹은 특정한 측면에 국한시켜서 그 사상을 다루는
논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오병선, “근대초기의 자연법론의 전개와 논점”, 서강법학연구
제7권(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이문조·양삼석, “근대 초기 자연법사상의 전개”, 사회과학연구
제13집 제2권(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박종성, “자연법과 시민의 의무”, 근대법사상의 전
개(의당 장경학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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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에, 그 이론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거나

8)

비록 세련되고 현학적으로 표현했을지언정 사실상 이전에 등장했던

위대한 사상가들의 말을 모호하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평가 또한 존재한
다.

9)

결국 후대에 이르러서는 자연법의 쇠퇴와 맞물려 푸펜도르프의 업적은

평가절하 되기에 이르렀으며, 오히려 그로티우스나 홉스와 같은 학자들의 이
론의 그늘에 가려졌다. 특히 이러한 양면성은 정치적·사회적 권력 획득을 위
한 투쟁의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의 이론이 득세할 경우 푸펜도르프가 다른 쪽
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반대로
다른 한 쪽의 이론이 득세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기에 결국에는 양 진영 모
두로부터 공격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10)

그러나 푸펜도르프의 이론이 지니는 이러한 특징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오히
려 반대로 학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기의 정치 현실은 푸펜도르프가 살아왔던

20

세기와 많은 부분

17

에서 유사했고, 따라서 학자들은 당면한 문제점들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
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보다 해
석의 여지가 많이 남겨져 있던 푸펜도르프의 사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혼란스럽던 독일을 겪은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
der

는「근대사에서 국가이성의 개념」(Die

neueren

Geschichte,

Idee

der

Staatsräson

이라는 글 안에서 당대의 현실과 이론들에 대

1924)

한 반(反)명제로서 푸펜도르프를 설명한 반면, 나치가 지배하던
독일에서 에릭 볼프(Erik
Rechtsdenker

der

in

1930

년대의

는「독일정신사의 위대한 법사상가」(Grosse

Wolf)

deutschen

Geistesgeschichte,

1934)

를 통하여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으로부터 발견되었던 법실증주의의 맹아에 주목한다. 그리고 전후의
1950
(Die

년대에 이르러 벨첼(Hans
Naturrechtslehre

Samuel

Welzel)

은「사무엘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이론」

Pufendorfs,

1958)

에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이

8) 오세혁,『법철학사』(세창출판사, 2004), 132면.
9) C.L. Carr, M.J. Seidler, "Pufendorf, Sociality and the Modern State", Grotius, Pufendorf and
Modern Natural Law, ed. K. Haakonssen (Ashgate, 1999), pp.133-134
10) Ibid,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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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
였으며,
Politics

년대에 크리거(Leonard

1960
of

Discretion,

는「자유재량의 정치학」(The

Krieger)

을 통하여 개개인의 의사합치 안에 담긴 정치성

1965)

의 관점에서 푸펜도르프를 바라보았다.

11)

이러한 몇몇의 예시들에서도 나타

나듯이, 푸펜도르프의 법사상에 대한 기존의 학자들의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
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의 방향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푸펜도르프의 사상을 검토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선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 안에서 형성되는 국가의 모
습, 즉 그 국가론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본 후 그 과정에서 앞선 학자들의
연구 중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푸펜도르프의 저서들에서 드러나는 사상을 국가의 형성 과정이라
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푸펜도르프의 이론이 기존 학자들(주로 그로티
우스나 홉스)과 어떠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가능한 만큼 푸펜도르프의 국가론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푸펜도르프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럽 국가들의 모
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최초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12)

근대에 이르러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에 의하여 형
성된 ‘인공물’로 바라보게 된 국가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세속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의 윤리적·신학적 요소를 분리시켜 근대의 법·윤리·정
치사상 전반에 걸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을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일환으로 푸펜도르프의 저서 중 하나인

DOH

11) L. Krieger, "Review of 'Moralphilosophie und Naturrecht bei Samuel Pufendorf: Eine
geistes- und wissenschaft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r Geburt des Naturrechts aus der
Praktischen Philosophie' by Horst Denzer",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78, no.3,
1973, p.674.
12) J. Tully, "Introduction", Translation of DOH by M. Silverthorne, Edited by J. Tully
(Cambridge, 1991), p.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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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들을 발췌한 후 번역하여 소개할 것
이다.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푸펜도르프뿐만 아니라

17

세기의 자연법학자들

의 저서들은 그 법사상사적인 중요성에 비하여 국내에 거의 번역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등장하는 단편적인 개소들조차 중역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
므로 이 기회를 통하여 관련 부분만이라도 원본인 라틴어 판을 기본 텍스트
로 삼아, 기타 언어들로 번역된 내용을 참조해서 번역한 내용을 부록으로서
뒤에 첨부하였으며, 나아가

DOH

이외에 푸펜도르프의 다른 저서들의 경우

에도 본문에 인용된 부분은 가능한 한 라틴어 원본을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물론 이러한 작업들은 비록 전체적인 분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만, 추후에 푸펜도르프는 물론 다른

17

세기 자연법 학자들의 연구들이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2. 연구의 방법

(1)

개요

본 연구는 우선 푸펜도르프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그가 살
았던 시대와 그 자신의 생애를 살펴볼 것이다. 종교 개혁 이후 근대국가와
계몽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한

17

세기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안에서, 그가 살

아온 길에 주목하고 무엇이 또 누가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는 것
은 푸펜도르프가 자신의 주장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이해하는데 필
요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100

년이 넘게 되풀이된 유럽의 종교 전

쟁은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기
에,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그의 국가론에 있어 더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어서 본 논문의 주제로 들어가 푸펜도르프의 사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크
게 세 과정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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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는 ‘인간’, 특히 자연법 이론의 출발점인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에

주목한다. 그로티우스나 홉스와 마찬가지로 푸펜도르프 또한 국가를 설명하
기 위하여 먼저 그 최소한의 기초 단위인 인간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는 사회나 국가가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순수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논증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기본 토대로 삼아 관련된 모든 논의
를 그로부터 전개한다. 그러므로 푸펜도르프가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는 그의 이론의 이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2.

나아가 두 번째로는 인간이 모여서 이룬 ‘사회’를 살펴본다. 인간의 본성

으로부터 도출되는 바가 어떻게 개개인으로 하여금 사회를 이루게 하는지를,
또 자연법이 어떻게 이런 사회성을 강제할 수 있는지를 푸펜도르프의 법과
의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사회단
체, 즉 배우자나 부모·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살펴본
후 그 특징과 그것이 어떻게 국가로 이어지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3.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개인과 사회의 단계를 거쳐 구성되는 ‘국가’를 살

펴본다. 국가가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체계 안에서의 주권자와 신민의 구체적인 위치와 상호 관계를 알
아본 후, 마지막에는

17

세기 당대의 실제 문제들에 그의 이론을 적용하는 작

업을 통하여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적 국가론에 대한 전체상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2)

사료의 선정과 한계

본 연구는 전술한바와 같이 푸펜도르프가 다루는 다양한 분야 안에서도 그
자연법적 국가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의 저술
들을 직접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하에서는 그의 가장 대표
적인 저작이자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

DJN

될

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 자주 인용

DOH

는 보다 방대한 양인 여덟 권의

DOH

을 두 권으로 요약한 것인데, 이

D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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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등장하는 상세한 논거들을 생략하여 자연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DJN

학생들에게 입문서 내지는 교과서로서 활용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푸펜도르프
에 의해 집필된 책이다.
그러나 동시에

13)

만으로는 푸펜도르프의 사상을 모두 이해하기 부족하다

DOH

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부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후의
논의 범위는 주로

로 한정될 것이지만,

DOH

는

DOH

에서와 같이 풍부한

DJN

예시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논증되어 있지 않고 특히 푸펜도르프
의 자연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개념인
사회적
physica)

는

DOH

방면의

존재태(entia

와

moralia)

14)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entia

와 같은 전제적 개념들에 대한 설명 또한 생략되어 있다. 더 나아가
과 함께 비교적 초기의 저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DJN

15)

만약 그의 후

기 사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이 또한 함께 다루고자 한다면

는 그

DOH

러한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를 기본 사료로 삼는 이유는

DOH

DJN

안에서 전개되는 기본적인

논리의 흐름이 그 안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고, 오히려 그 축약성과 논리의
간명함 덕분에 핵심 논지가 흐려지는 일 없이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효
과 또한 있으므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더없이 유용
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본적으로

DOH

를 참고하여 푸펜도르프의 국가론을 살펴보되, 그것만으로는 논의가 불충분
한 경우에 다른 저작들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13) Ibid, p.xxi
14) entia moralia/entia physica에 적합한 번역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되어질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한다. 우선 ‘ens’의 사전적 의미에는 유(有), 있는 것, 존재자 등이 있지만 이 중 어떠한
것도 푸펜도르프가 사용하는 뜻과는 거리가 있다. 나아가 ‘moralis’라는 단어도 1차적으로 도덕 내
지 윤리라는 뜻을 지니지만, 푸펜도르프를 포함해서 서양의 사상가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도덕을 뜻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는 정신 영역 혹은 인문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파악해야 하며, humanitas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그나마 가장 이러한
정의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적/자연적 방면의 존재태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
하도록 한다.
15) DJN은 1672년, DOH는 1673년. 논문 앞에 첨부한 [일러두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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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7세기 유럽에서의 푸펜도르프의 삶
1. 역사적 배경

(1)

서

푸펜도르프가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세기의 유럽을 다시

17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대략적인 모습은 살펴보았지만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종교 분쟁에 대한 보다 세밀
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법과 정치의 영역에 있어 당대의 사상가들이
직면했던 과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푸펜도르
프의 자연법 사상이 이러한 신앙들이 대립하고 있던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를 위하여 여
기에서는

세기의 종교 전쟁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두 가지 사건을 다루

16·17

고자 하는데, 하나는
나는

년의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 화의이며 다른 하

1555

년 전쟁을 종결시킨

30

중 그가 아직

17

년의 베스트팔렌(Westphalen) 조약이다. 이

1648

세에 불과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판단력이 있던 나이였을 때

체결되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또

년 전쟁 이전에 비하면 유럽에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의 시

30

기가 찾아왔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국가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속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종교적 분쟁의 요인들
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푸펜도르프의 주장은 이러한 역사 발전과 비교적 쉽게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시간적으로 거의

100

년이나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푸펜도르프의 사상과 연결점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보다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아우그스부르크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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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그스부르크 화의는
당 문에

1517

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Wittenberg)에 있던 성

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가톨릭의 교회법대전을 불사른 이래로 분열

95

되었던 기독교의 두 개 종파, 즉 가톨릭과 루터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1555

년에 소집되었던 제국 회의를 일컫는다. 이는 그 이전까지 무력만이 동

원되어왔던 종교 대립에 대하여 최초로 신학자들이 아니라 법률가들을 통한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화
의를 통하여 합의된 조항들은 그 성격상 제국의 기본법이라기보다는 황제와
영주들 사이의 조약에 가까운 것이었다.

16)

이미 양측 모두가 지속적으로 발발하던 전쟁에 지쳐있었고 평화를 갈망하는
목소리는 그런 만큼 컸다.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군주들은 많은 희생을 치루
면서 세운 루터파 교회들이 제국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되기를 원했고, 이에
반해 가톨릭 주교들은 프로테스탄트 동맹의 거듭되는 약진에 두려워하면서도
종래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다. 특히 이를 위해 가톨릭 측이 협상
에 임하면서 내세운 표어는

‘ubi

unus

dominus

ibi

una

sit

religio',

분의 주님이 있는 곳에서는 종교도 하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7)

즉 한
그러나

이는 당연히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수용될 수 없었고, 결국 아우그스부르크 화
의에서의 합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유명한 정식,

’cuius

regio,

eius

영

religio‘[

토를 다스리는 자, 그 자가 종교도 결정한다], 다시 말해 특정 영토를 다스리
는 자는 가톨릭과 루터파 사이에서 신앙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ius
reformandi)

그 영토 내의 신민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신앙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자신의 신앙이 영주의
신앙과

다른

emigrandi).

경우에

별도의

지역으로

이주할

자유가

주어졌다(ius

다만 이 원칙의 적용에 대한 예외 또한 규정되어 있었는데, 우선

제국의 자유도시들에서는 시민 개개인이 자유로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60

개 정도 되는 자유도시들 중에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세력이

16) D. Croxton, A. Tischer, The Peace of Westphalia -a Historical Dictionary- (Greenwood
Press, 2002) p.17.
17) T.A. Brandy, E. Cameron, H. Cohn, "The Politics of Religion: The Peace of Augsburg
1555", German History, v.24, n.1, 2006,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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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하는 도시는

8

개 정도 뿐이었기에, 이 보다는 두 번째 예외로서 가톨릭

교회령에 적용되었던 조항이 더욱 큰 의미를 지녔다. 조약 제18조에 의하면,
지방 영주의 정치적 권력에 복속하는 교회령이

년의 시점까지 프로테스

1552

탄트 교회로 개종했었다면 그 지위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그
이후의 시점에서의 개종은 인정되지 않았던 반면,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만
복종

의무를

지니는

대주교

영주(prince-bishop)나

수도원장

영주

의 경우에는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할 때에 후임자로서 가톨릭

(prince-abbot)

신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자신은 물러나야만 했다.

18)

이러한 점들

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아우그스부르크 화의는 양 신앙 사이의 공평한 합의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가톨릭 측이 어쩔 수 없이 프로테스탄트 측의 주장을 일
부나마 수용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 옳다. 즉 그 안에는 가톨릭이 보다 올바
르고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신앙인데 반해, 루터파는 열등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으므로 오직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
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측에서는 화의의 내용을 제국의 법질서에 대한
예외적인
commune)

수정

사항이라고

여겼기에

이와

관련된

분쟁은

보통법(ius

인 로마법과 특히 가톨릭 교회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보았던

반면, 역으로 프로테스탄트 측은 화의의 배경에 흐르는 정신이 신앙 사이의
평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분쟁의 해결 또한 황제와 제국
의회 내에서의 합의와 타협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1580

년 이

후에는 심지어 제실법원(Reichskammergericht)을 구성하는 법률가들 사이에
서도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팽팽하게 유지되었으므로 당시 그 역사가 채

100

년이 되지 않았던 제실법원에의 제소를 통한 분쟁의 해결 역시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아우그스부르크 화의란 신앙적·정신적인 차원에서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일시적
인 화해에 불과했다.

19)

(3)

베스트팔렌 조약

18) G. Parker, The Thirty Years' War (Routledge, 1997), p.17.
19) T.A. Brandy, E. Cameron, H. Cohn, op. cit.,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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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년에 이루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은 아우그스부르크 화의에 비

1648

하여 개개인의 신앙 선택의 자유가 더 널리 인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
론

1648

년 이전에도

1609

년의 스페인-네덜란드 사이의 화평이나

웨덴-덴마크 사이의 화평과 같이,

30

년의 스

1645

년 전쟁을 치르던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

의 평화 조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일
시적인 분쟁 중지의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당대 유럽 전체를 포괄하던
분쟁으로서의 성격을 등한시 한 채로 맺어진 것이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 주요 당사자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전부 포괄하여 합의
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베스트팔렌 조약은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20)

특히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인데, 이 조약이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독일 제국을 황폐화시켰던 오랜 분쟁의 원인인 종교적 문제와 황제와
영주 사이의 권력 문제를 유럽 전체의 틀에서 해결했다는 점이다. 확고한 중
앙집권적인 왕정을 추구하던 황제와 연방제적 색채를 강하게 지닌 귀족정을
추구하던 지방 세력 사이의 다툼은 결국 지방 영주 세력의 승리로 귀결되었
다. 영주들은 그들의 영토 안에서 주권자로서 완전한 자주성을 누리게 되었
으며, 그 안에는 황제나 제국을 해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서로 간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과도 동맹을 맺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선
제후의 우위성은 폐지되고 모든 영주들이 동등한 주체로서 인정받게 된다.
황제는 전쟁 선포, 병력 동원, 요새 건설, 혹은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하여 모
두(ius

pacis

et

belli)

제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으며 모든 주요 제국

기관들은 종교적 균분원칙을 근거로 구성되게 되었다. 일례로 최고 법원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각각 두 명씩을 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재판
관은

26

명의 가톨릭 신자와

명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로 이루어졌다. 또한

24

제국 의회로 올라온 종교 분쟁은 더 이상 다수결에 의한 표결로 판단되는 것
이 아니라 제국의회의 가톨릭 신분단(身分團)(Corpus
테스탄트 신분단(Corpus

Evangelicorum)

과 프로

Catholicorum)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

20) S.H. Steinberg, The 'Thiry Years War' and the conflict for European Hegemony 1600-1660
(Edward Arnold, 1966), 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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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뀌었다(itio

in

partes).

또한 더더욱 중요한 것은

‘cuius

regio,

eius

의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영주의 신앙을 신민들이 따를

religio’

필요가 없게 되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
다는 점이다. 비록 모든 종교 관련 조항들이 조건부이거나 예외가 인정되어
그 성질상 제한되는 측면은 있었지만, 베스트팔렌 조약은 정교(政敎)가 분리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점이었다.

21)

(4)

소결

그렇다면 종교 개혁의 과정에서 맺어진 이 두 가지 조약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우그스부르크 화의는 신앙의
대립이 초래한 제국 내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
는 법적·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였기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의 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잠정
적인 휴전은 비록 루터파를 제국의 합법적인 구성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을 통하여 화의 이전에 비하여 제국에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 것
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아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이후
1648

30

년 전쟁의 발발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22)

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당사자들은

1555

이에 반해

년의 아우그스부르크 협정으로 가

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분리가 다시 화합되어질 수 없는 영구적인 것이 되었
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
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두 조약을 통하여 내려진 가장 중요한 결론
은 바로 신앙이 개별적인 선택의 문제이지 집단적 정치 공동체의 선택일 수
는 없다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개개인의 신앙과 세속의 정치가 별개의 차원
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푸펜도르프의 법사
상 및 국가론과 어떤 관계인지는 이후 해당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21) Ibid., pp.82-83.
22) T.A. Brandy, E. Cameron, H. Cohn, op. cit.,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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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펜도르프의 생애23)
푸펜도르프는

1632

년 작센 지방의 작은 마을인 도르프켐니츠(Dorfchemnitz)

에서 루터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작센 선제후(選帝侯)의 신앙은 프
로테스탄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으나,
Tserclaes

스타프

II

년의

Tilly,

년 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복구칙령(復舊勅令,

1629
von

30

1559-1632)

세 아돌프(Gustav

II

과

Restitutionsedikt)

틸리(Johann

백작의 마그데부르크 함락 이후 스웨덴의 구

Adolf,

1594-1632)

아래에서 형성된 반(反)합스

부르크 동맹에 참가하게 된다. 이로부터 푸펜도르프는 유·소년기에
쟁의 주된 무대였던 곳에서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하며 성장하였다.

30

24)

년 전
년

1650

에 푸펜도르프는 라이프치히(Leipzig) 대학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입학하
지만 오히려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그리고 법학에 더 깊은 관심을 표하였고,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술 모임 안에서도 철학·신학·역사·정치 등 다양한 분야
에 관하여 활발하게 발표 활동을 하였다.

1656

년에는 예나(Jena) 대학에 들어

가 석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는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바이겔
(E.

Weigel,

과 함께 지내게 된다. 그의 밑에서 푸펜도르프는 그로

1625-1699)

티우스나 홉스와 같은 정치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데카르트나 갈릴레오의 자
연과학 저서들과 접하였고, 무엇보다도 푸펜도르프의 법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와 자연적 방면
의 존재태에 대한 기본적인 구별 또한 수학하게 된다.
30

년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1648

년에 맺어진 이후 스웨

덴은 보다 강한 영향력을 독일에서 행사하였고, 그 결과 독일의 궁정이나 여
러 대학에서 스웨덴의 귀족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푸펜도르프는 당
시 이미 스웨덴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의 형의 권유와, 작센 령
에서의 제한된 취업 기회 등을 이유로

(領)

1658

년에는

세의 나이로 스웨덴

27

23)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M. Seidler, "Pufendorf's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Edward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11 Edition, http://plato.stanford.edu/entries/pufendorf-moral/) 참조.
24) 30년 전쟁의 대략적인 진행 과정과 그 밖에도 17세기의 주요 사건들에 대하여는 논문 뒤의 <부록
1> 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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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교관이었던 코예트(Peter

Julius

Coyet)

의 가족을 따라 가정교사로서 덴

마크로 향한다. 그러나 스웨덴에 의하여 제1차 북방전쟁이 발발하자 적대국
이었던 덴마크에 있던 스웨덴 대표들과 함께
며, 이곳에서 그는
보편법요론, 이하

(

〈Elementorum

개월간 투옥당하기에 이르렀으

8

Jurisprudentiae

를 집필하였다.

EJU)

1659

Universalis

Libri

Duo>

년에 풀려난 뒤 코예트의 비서로

서 네덜란드로 향한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의 아들과 만나 교분을 나누고
그의 소개로 팔츠(Pfalz)의 선제후인 카를 루드비히(Karl
에게

의 원고를 헌정하였으며, 이는

EJU

1660

Ludwig,

1617-1680)

년에 출판되었다. 이에 선제후는

보답으로 그에게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의 교수 자리를 제시하였는
데,

처음에는

(Institutiones)

마침

자리가

비어있던

로마법,

그

중에서도

의 교수로서 그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푸펜도르프 본인과 기

존 교수진의 반대로 인하여 결국 고전학 및 국제법 교수로
잡는다.

30

법학제요

1661

년에 자리를

세 때의 일이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기간 동안 그는 그로티우스나 타키투스에 대하여 강의하
면서 동시에

EJU

에서 주장된 자신의 이론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 중에서는 스웨덴 귀족의 자제들이 상당수 있었고, 또 하이델베르크에
서 스웨덴을 위하여 일한 공적이 인정받게 된데다가, 또한 스웨덴의 외교관
으로 일하던 형의 도움에 힘입어 스웨덴의 룬트(Lund)에 새로 설립된 대학의
교수 자리를 스웨덴 왕 카를
1668

년

37

세(Karl

11

XI,

1655-1697)

로부터 제시받게 되자,

세로 그곳의 자연법과 만민법 전임 교수로 취임하였다. 룬트 대학

에서의 푸펜도르프의 강의는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자신만만하고 직설
적인 태도는 많은 찬동자들만큼이나 수많은 반대자들을 낳았다. 특히 카를
세에게 헌정한 그의 대표작

11

이

DJN

1672

년에 출판되자 적지 않은 법학자와

신학자들이 그 내용에 반발하며 푸펜도르프를 끊임없이 공격하였고, 이러한
비판 속에 담긴 종교적인 요소는 푸펜도르프의 신변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
래하였다. 그럼에도 푸펜도르프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
였으며,

년에는

1673

의 축약판인

DJN

출판하였다. 이후 덴마크 군대가

를 룬트 대학의 총장에게 헌정하며

DOH

1676

년에 룬트를 함락하자 그는 스톡홀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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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주해, 카를
官)으로

11

세 밑에서 추밀고문관 겸 국무 장관, 그리고 왕립 사관(史

활동하였다.

이후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유럽 대륙을 방문하던 중
인 브란덴부르크의 프리드리히 빌헬름(Friedrich

1686

Wilhelm,

년 대(大)선제후

1620-1688)

과 만나

게 되어 브란덴부르크로 정식으로 초대받게 되는데, 푸펜도르프는 이에 응하
고자 하였다. 당시 유럽 정세에서 점차 포위망에 몰려가던 프로테스탄트들에
게 브란덴부르크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고립된 스웨덴을 대신하여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역으로 스웨덴 내부에서는 종교적 보수주의와
절대군주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드리히 빌
헬름은 프랑스의 루이
1685

년에 폐기하자

25)

14

세(Louis

XIV,

1638-1715)

가 낭트(Nantes) 칙령을

같은 해에 포츠담(Potsdam) 칙령을 통하여 위그노 피난

민들을 자신의 영지로 불러들이기까지 하였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이전에 브
란덴브루크와 적대적 사이였다는 점과 푸펜도르프 본인이 스웨덴의 궁정에서
오래 활동했으므로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떠난다는 사실
을 부담스럽게 여겼으나, 결국 몇 년 뒤인

년에 푸펜도르프는 베를린으

1688

로 이주할 수 있었다(57세). 거기서 그는 같은 해에 죽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을 계승한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III

세(Friedrich

III,

1657-1713)

아

래에서 추밀고문관과 자문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꾸준히 집필 활동을
한다. 이후 푸펜도르프는 예전부터 준비하던 카를
카를

11

세로부터 남작 작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세 전기(傳記)의 출판과

10

1694

년에 스웨덴을 방문하지

만 돌아오는 길에 기왕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배 위에서 생을 마감하였다(향

25) 낭트 칙령은 프랑스의 앙리 IV세(Henry IV, 1553-1610)가 1598년에, 오랜 기간 지속된 프랑스
내부의 위그노파(칼뱅파 프로테스탄트들)와 가톨릭교도들 사이의 분쟁을 끝맺기 위하여 반포한 칙
령으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제한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총 92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앙리 IV세가 즉위한 1589년 이전의 모든 적대적 행위를 사면하는 내용과, 위그노들에게
가내(家內)에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말하고 기록할 자유를 부여함과 동시에, 규정된 세 군데
의 장소에서는 공적으로 신앙 활동을 펼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화해에 불과했었고 그에 대하여 위그노·가톨릭 양쪽에서 불만이 모두 제기되던 와중, 루
이 14세는 1695년에 이를 폐기하며 위그노들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의 위그
노들이 대량으로 프랑스를 빠져나가 외국으로 망명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에 반발하여 푸펜도르
프는 DHR을 집필하기에 이른다. [참조: G. Parker, Europe in Crisis 1598-1648 (Blackwell,
2001), pp.83-84; D.H. Pennington, op. cit., 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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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3

세).

3. 시사점
위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푸
펜도르프는 이전 세대의 학자들과 달리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과 이후의 시대
를 전부 직접적으로 그리고 일선에서 접하였다. 유럽을 휩쓴 종교 전쟁의 물
결은 결코 일시적인 성격의 분쟁이 아니었는바,
1517

년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1555

1648

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은

년의 아우그스부르크 화의를 거쳐 유럽의

주요 국가들 사이에 간신히 체결되었던 평화 조약이었지만, 그 기본 이념은
이후

300

여년에 걸쳐서 지속될 근대 유럽의 정치적 기반을 이루게 된다.

26)

푸펜도르프는 종교로 인한 전쟁의 전과 후를 유럽 전역에서 피해를 가장 많
이 입은 독일 지역 안에서 경험했고 전쟁이 초래한 혼란과 전후에 찾아온 상
대적인 안정 사이의 차이를 매우 크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푸
펜도르프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대립이 얼마나 현실 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아우그스부르크 화의와 베스트팔렌 조약을 거치
면서 인정된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결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재
결합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에 대한 묵인이라는 타협책에 불과했다. 이는 이
두 종파가 더 이상 교리적으로는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
한 가운데 이룬 평화였을 뿐이었다.

1648

년의 조약을 기점으로 유럽에서 종

교 분쟁과 그로 인한 국가 간의 전쟁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성로마제국을 무대로

30

년 동안이나 전개되어 오던 소모적인 분쟁을 일단

락 짓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국가의 세속화를 진행시켰다. 특히 유럽의 상당
수 국가들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자신의 세력 관할을 공고히 하면서 내부적으
로는 절대군주제의 정치 형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다.

27)

26) J. Tully, op. cit., p.xx
27) O.F. Robinson, T.D. Fergus, W.M. Gordon, op. cit.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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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펜도르프의 국가

내지 정치관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면 요컨대 베스트팔렌 조약에
서 합의된 바의 구현, 즉 동등하되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각 종파의 신학적
문제를 세속의 정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
다.
더 나아가 푸펜도르프의 법과 국가에 대한 연구가 학문의 영역에서만 머무
르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되어야 한다. 푸펜도르프는 당시 정세에 강한 영향
력을 지니던 여러 군주들을 직접 보필하면서 급변하는 국가 정치의 현실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이론은 재야에 머무는 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관료로서 유럽 사회의 현실 관찰을 통해서도
정립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이전의 사상가들에 비하여 실제 전개되고
있는 법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실제 모습에 보다 주목하였다. 따라서 그에
게 있어서는 ‘왜 우리가 어떠한 의무를 지니는가’라는 당위는 법과 의무의 본
질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현재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적인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으로부터 우리가 구체적
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 받는가’가 주된 관심사였다.

28)

따라서 법의 본질은

명령권을 지닌 자가 스스로의 의지로써 내리는 자의적인 명령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하고 옳은 것은 아니라는 푸펜도르프의 주의
주의적인 자연법 사상은 어찌 보면 푸펜도르프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결
론일 수도 있었다.
이처럼 그의 저술들이 모두 하나같이 현실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
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푸펜도르프만의 고유한 특징은 결코 아니었으며,
그로티우스나 홉스와 같은 이전 세대의 학자들 또한 당대의 종교 전쟁과 내
전으로 초토화 된 유럽에서 발생했던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들
의 이론을 구성해 나아가고 있었다. 푸펜도르프의 현실 이해는 정치 현장에
서 겪은 바 그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차이를 초월하는 자연법의 원리로부터 해답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
서 그는 분명 자연법학자였다. 다만 시시각각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28) M. Nutkiewicz, "Samuel Pufendorf: Obligation as the Basis of State", Grotius, Pufendorf and
Modern Natural Law ed. K. Haakonssen (Ashgate, 1999),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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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당시의 공동체 내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규합할 이론을 정립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보편원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소한의 전제로부터
출발시켜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당시로서는 이러한 전제는 더 이상 신의 섭
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세속적 세계에 대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얻어내야만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의 개시부에서 자연법과 도덕신학의 근본적인

DOH

차이점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자연법의 분과학문 영역은 이승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간으로 하여

“

금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한다[hanc

vitam cum aliis sociabilem exigere debeat].

이에 반해 도덕 신학은 기독교를 믿는 인간을 교화하고 그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 그
의 신앙에 따른 내세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므로, 그가 이곳에서 단지 이방인이나 순례자로 살
아가는 반면 그는 천국에서의 시민권[politeuma]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29)

푸펜도르프의 도덕신학과 자연법의 구별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현세를 규율하는 체계와 초월을 규율하는 체계는 엄연
히 별도의 기준으로서 존재하고, 이 둘이 서로 상호 연관은 되어 있을지언정
하나가 다른 하나와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
던 것이다. 따라서 현실 정치와 국가의 영역에서 자연법이 인간에게 구체적
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푸펜도르프의 연구는 그의 경험 세계
가 또한 강력히 시사하듯이 형이상학적인 신학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세속적인 영역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29) DOH, Praefatio,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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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푸펜도르프의 국가론
1. 푸펜도르프의 목적

(1)

서

벨첼에 의하면

17

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자연법은

가지의 과제에 직면한다.

4

자연주의적 사회학과 정신과학 사이에서 자연법의 장래 방향에 대한 결정,
스콜라 철학의 극복, 그로티우스로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자연법 체계의 완성,
그리고 그러한 체계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의 형성이 바로 그것인데, 그는 푸
펜도르프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설
명하고 있다.

30)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푸펜도르프가 극복

하고자 한 대상들을 당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그가 자신의 자연법 이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
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

31)

(2)

스콜라 철학의 극복

벨첼도 언급한 바 있듯이,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은 이전까지 계승되어
왔던 스콜라 철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었다. 다만 스콜라 철학의 자연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
스토텔레스가 바라본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자연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하
나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의 일부이자 물질세계 전반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바
30) 한스 벨첼,『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박은정 역 (삼영사, 2001), 190면.
31) 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로티우스와 홉스에 대한 푸펜도르프의 입장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부분은 보다 세부적인 논의 안에서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보다 명백하게 차이가 드러날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푸펜도르프가 이들로부터 거리를 벌리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들 모두 17세기
이성적 자연법의 학문 분야라는 틀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반해, 이하에서 언급될 논의들
은 그와는 일정 의미에서 대치되는 입장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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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봄에 따라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구별하지 않는 관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고,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이 주어진 존재였다.

32)

이성이 자연의 일부로서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이러한 아리
스토텔레스의 인간 관념은 이후 스토아 학파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자연법 관
념에 영향을 주는데, 그들에게 있어 이성이란 우주의 모든 부분을 관할하는
원리였으며 인간 또한 우주의 일부였기에 이성에 의하여 지배받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은 인간에게 스스로의 참된 본성을 실현할 것을 명한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이자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를 지닌 인간이 이성에
따라 생활을 영위할 경우 그는 ‘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자연법은 도덕
적 의무와 동일시된다.

33)

즉 스토아 학파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부터 불완전한 성품(habitus

imperfectus)

을 지니고 있으나, 그 안에는 도덕성

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맹아(萌芽)로서 모든 이들에게 내재되어 있었다
(semina

virtutum/notitiae

parvae).

그리고 이러한 맹아는 아이가 점차 성장

함에 따라 양육과 배움을 통하여(adhibita

cultura

et

disciplina)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행해야 하고 행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당위
규범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인식으로 자라난다.

34)

이러한 이성의 명령은

모든 인간을 구속하는 보편적인 힘을 지닌 것이었고, 국적이나 종교에 관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부여된 것이었다. 따라서 도시국가들 사이의 차이, 내지
는 그리스와 야만인들 사이의 차이는 부정되며 그들은 세계국가 안에서 동등
한 권리를 지닌 시민이었다.
이러한 스토아적 인간관은 중세에 들어와 기독교 교리와 융합하면서, 인간
의 본성 안에 내재한 객관적인 이성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신의 창조 질서
와 필연적으로 상응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신의 섭리 안에 포섭되

32) W. Friedmann, Legal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99.
33) Ibid., pp.99-100.
34) T. Behme, Samuel von Pufendorf: Naturrecht und Staat (Wandenhoeck & Ruprecht, 1995),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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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개개인은 이러한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로 자리 잡는
다. 토마스 아퀴나스(T.

Aquinas,

1225?-1274)

의

<Summa

신학대

Theologica>(

전)의 다음 같은 개소는 하나의 전형적인 예증이다.

법이란 완벽한 공동체를 규율하는 지배자로부터 비롯되는 실천적 이성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세계
는 신의 섭리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전(全) 우주의 공동체는 신적 이성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점이 명백하다.
35)

즉 신적 이성은 현세를 규율하는 실정법을 초월한 절대적인 규범으로 존재
하며, 개별법에 대한 선악의 판단은 이러한 신의 섭리와의 일치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스콜라 학파의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신의 섭리에 맞는 법
은 옳은 법이고 그렇지 않은 법은 그릇된 법이었다. 그러나 유럽 역사상 가
장 치열했던 종교 전쟁을 겪은 푸펜도르프는 이를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여
겼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은 신앙이나 교리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고, 각 종파가 생각하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
의 세상을 재단할 경우 이는 분쟁의 불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
다.

36)

그렇기에 푸펜도르프는 이러한 스콜라 학파의 주지주의적 입장에 반발

하면서 그 목적론적 사고를 부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인다. 그로티우스나 홉스
와 마찬가지로 푸펜도르프에게 있어서도 신앙은 타협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
었으므로, 기존의 스콜라 학파의 이론은

년 전쟁 이후 재편된 새로운 정치

30

질서를 설명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37)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라도 납득될 수 있는 새로운 이
론 체계가 필요했으며 푸펜도르프는 이를 신학과 분리된 자연법의 영역에서
찾고자 하였다.

35) Summa Theologica, Q.91, Article 1.
36) 반면 푸펜도르프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대립과는 달리, 루터파와 칼뱅파 사이의 대립은
극복되어 하나의 신앙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참조: S. Zurbuchen, "Introduction",
The Divine Feudal Law: Or; Covenants with Mankind, Represented (translated by, T.
Dorrington, Liberty Fund, 2002) p.x.
37) J. Tully, op. cit., p.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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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터파의 자연법 비판에 대한 재반박

푸펜도르프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또 하나의 세력은 바로 푸펜도르프 본
인 또한 속해 있었던 루터파의 프로테스탄트들이었다. 프로테스탄트 사상가
들의 출발점은 바로 신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다. 루터 본인을 포함해서 당대
의 종교 개혁가들에게 가톨릭 신앙이 가르치는 ‘하느님의 모상(模相)’
Dei),

(imago

즉 인간은 신을 본받아 만들어졌으므로 개개인이 신의 본성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스스
로 가능하다는 이론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인간
의 구원이란 오로지 신의 은총과 그에 대한 믿음만으로 가능했다. 다시 말해
원죄(原罪)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그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으므로 신
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따라서 신의 창조 계획에 의하
여 제정된 자연법에 대해서 이성적인 설명을 부가하는 것은 더더욱 요원한
일이었으며, 그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었던 것이다
(sola fide).

이러한 사상은 두 가지 의미를 함유한다. 우선은 인간의 도덕성을 이성에
의해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작업에 가까운 것이므로, 결국 인
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어떠한 합리적인 체계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였고, 따
라서 인간은 신앙을 통해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다. 이어서 바로 앞의
이유로 인하여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어떠한 선과 악에 대한 절
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찾기보다, 신의 뜻에 대하여 인간의 제한된 인식
이 허용하는 한도로 세속적인 규범을 정립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었다.

38)

다시 말해 현세에서의 인간이 오로지 의존할 수 있는 바는 성경을 통해 계시
된 신의 말씀뿐이었던 것이다. 푸펜도르프는 비록 자신이 루터파의 프로테스
탄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점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
다. 위와 같은 루터의 입장을 따를 경우 절대적인 신의 의도나 섭리를 타락
한 인간은 이해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인식
38) K. Haakonssen, Natural law and moral philosophy -From Grotius to the Scotish
Enlighte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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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원리라는 자연법의 전제는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설사 자연법이 존
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성경을 통하여 파악되는 계시 신학적인 가르침에 종속
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이다.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루터파의 타락한 인간상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자연법을 계시 신학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동시에 이를
과학적인 추론 방법을 사용하는 순수한 정신과학으로 성립시키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인간의 법정이 오로지 인간의 외부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숨겨
진 바나 외부적인 결과나 표지를 초래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
를 하지 않듯이, 자연법 또한 대부분 인간의 외부 행위를 형성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다.
반면에 도덕 신학에 있어 인간의 외부 행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주된 과
제는 그 정신과 내부적인 의도를 신의 의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옳을지언정 순수
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을 비난한다. (중략) 이 기초로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자연법과 도덕
신학 사이를 구별하는 실제 경계가 명백해진다. 또한 자연법이 참된 신학의 교의와 반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명백해지며, 자연법은 그저 이성만으로는 탐구될 수 없는 특정한 종교적 교의와는 별개의 것
이다.39)
푸펜도르프는 아담과 이브 이후로 인간의 타락이 그 도덕성에 미친 영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로 인하여 인간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없다는 주
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에 그에 적합하게 명
령들이 제시되면 될 뿐이지, 법의 핵심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
이다. 이에 대하여 푸펜도르프는

“

초년생인 학생들조차 이해할 수 있는 하나

의 예시”를 들고 있다.

매우 다른 성향을 지닌 두 소년이 누군가에게 교육을 위하여 맡겨졌다. 한 명은 겸손하고 양심적이
며 학문과의 불타는 사랑에 빠져 있고, 다른 하나는 방종하고 색을 밝히며 책보다는 성적 욕망과 더
사랑에 빠져 있다.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의 요체는 학문을 익히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인
계명은 다를 것이다. 전자에게는 그저 따라야 할 시간표와 학업의 계획안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
나 후자에게는 이것 외에도 싸돌아다니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그의 책을 팔지 말고, 다른 학생의 과
제를 베끼지 말고, 술을 마시면서 흥청거리지 말고, 매춘부들을 쫓아다니지 말 것을 가장 엄한 위협과
39) DOH, Praefatio, VII-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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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명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전자의 성격을 지닌 소년에게 도덕적 충고를 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스스로 감수한다면, 그 소년은 그러한 외설적인 말을 자신에게 하지 말라고 할 것이며 그런 종류의 충
고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 하라고 말할 것인데,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
기 때문이다. (중략) 나는 이로부터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여 전제하였다면 자연법의 모
습은 지금과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고 생각한다.40)
위의 예시에서도 드러나듯이 원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
간을 가정했을 때, 자연법의 핵심 원칙과 그에 수반되는 의무들 그 자체는
양자에게 동일하다고 푸펜도르프는 보았다. 이는 그에게 있어서 자연법이 규
율하는 영역은 어디까지나 외부로 드러난 행위이지 그 내심의 의도까지 묻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설사 의도는 다를지라도 행위가 동
일하면 최소한 자연법 상으로는 동등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
다. 즉 수범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그 규율 형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므로,
루터파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긍정하더라도 푸펜도르프에게는 그것이 자연법
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4)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푸펜도르프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결국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년의 아우그스부르크 협정과

1555

1648

년의 베스

트팔렌 조약에 의해 프로테스탄트 전반에 종교의 자유가 인정됨에 따라, 새
로이 형성된 정치 질서 속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푸펜
도르프는 당시 계속적으로 대립하던 종파의 다툼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이
론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그리고 이렇게 세속 정치의 영역과 개인 신앙의
영역을 분리시킴으로 인하여 역으로 후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결과 또한 가져
올 수 있었다. 다만 이를 위해 푸펜도르프는 기존의 스콜라 철학은 물론 자
신이 속한 루터파의 신학과도 거리를 두어야 했기에, 개별 신앙에 구속되지
않는 자연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
40) DOH, Praefatio,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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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그 자체의 공통된 본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에 그 초점
을 맞춘다.

2.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41)

(1) 자연 상태

의 편제

1) DOH

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논문에서 살펴볼 가장 주된 사료인
의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DOH

42)

제1권 제1장은

의 제목에서도 강

DOH

조되고 있는 인간의 ‘의무’를 설명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의무’[officium]란 책임에 근거하여 법의 명령과 합일되는 인간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행위의 본성과 법 일반의 본성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43)

이와 같이 제1권이 인간의 의무 일반에 관하여 논하는 것인데 반해, 제2권
은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의무
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국가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주력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주로 제2권을 통하여 푸펜도
르프의 국가론을 이해하고자 하겠지만, 제2권의 내용은 제1권에서 다룬 내용
을 미리 전제삼아 논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살펴
볼 것이다.
결국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적 국가론에 대한 기본적 논의는 제2권 제1장에서
41) 이에 해당하는 DOH의 개소의 제목은 'De statu hominum naturali'이며, 이는 직역할 경우 ‘인간의
자연 상태’가 된다. 그러나 해당 부분의 번역을 감수 받을 때 푸펜도르프가 당 개소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며, 따라서 제목에서의 중점 또한 인간에 놓이도록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번역문과 마찬가지로 이 장의 제목 또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으로 바꾸
기로 한다.
42) 상세한 순서는 부록에 첨부된 DOH의 전체 목차 참조.
43) DOH, I.i.1.

- 26 -

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인간’으로부터 논의를 출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후의 장들에서는 그 범위

‘

를 점차 확장시켜서 사회와 국가로까지 이어지는 연역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푸펜도르프의 초기 저작인
적인 방법론, 즉

more

EJU

는

DOH

까지만 해도 그는 기하학

를 사용하여 자신의 자연법 이론을 설명하

geometrico

였었다.

모든 분과 학문은 세 부분으로 완성됨이 마땅하다. 첫 번째는 정의(定議, Definitiones)를 포섭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원리(Principia)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도출된 정리(定理,
Propositiones)나 결론(Conclusiones)이다.44)
푸펜도르프의 이러한 방법론에 대하여 콘링(H.
(J.H.

Boecler,

1611-1672)

Conring,

1601-1681),

뵈클러

와 같은 학자들은 푸펜도르프의 해당 저술에 대한

비평에서 다른 작가들, 특히 고대 문필가들의 글을 보다 참조하여 서술할 것
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푸펜도르프는 하이델베르크에서의 논문들과 이후
룬트에서 이루어졌던 그의 저작 활동들에서부터는

more

의 엄격

geometrico

함을 버리고, 다른 작가들에 의하여 관찰되었던 과거 역사와 현재 시대에 대
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는 서술 방식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2)

45)

자연 상태의 분석

그렇다면 우선

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

DOH

록 하자. 푸펜도르프는 우선 자연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인간의 상태를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누고, 선천적인 것을 다음
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이성의 빛으로서 비추어지는 한, 선천적인 상태는 삼중의 방식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44) EJU, Praefatio.
45) M. Seidler,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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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자인 신(神)과의 관계이며, 또 하나는 개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이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
람들에 대한 관계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써, 인간의 자연 상태는 다른 나머지 동물들보다 인간이 우월
할 것을 창조자가 의도하였기에 그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중략) 그러므로 이 상태는
짐승의 삶과 조건에 대비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으로써,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조건들 아래에서 인간이 다른 이들로부터의 그 어떠한 도움도 없이 스스로만 남겨진 조건을 상
상하는 것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 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중략)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 상태는 인간의
근면함을 통하여 개화된 삶과 대비된다. 세 번째 방식으로써, 우리는 한 명이 다른 이에게 특정 방식
으로 구속되게 되는 그 어떠한 협정이나 인간 행위 이전에도, 자연적인 유사성에 의하여 비롯되는 공
통된 동족관계로부터만 인간이 상호간에 관계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자연 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중략) 이 의미에서 자연 상태는 시민(사회) 상태와 대비된다.46)
여기서 푸펜도르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 번째,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연 상태이다. 신 내지 자기 자신에 대한 선천적 상태는 비록
신학적·철학적 논의로서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푸펜도르프가 이루고자 하는
자연법과 국가론의 체계 안에서는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푸펜도르프는 더 나아가 인간의 자연적 상황을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관점으로 다시 나누어서 접근하였다.

나아가 이 자연 상태의 특성은 허구로, 내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고 고려될 수 있다.
만약 최초에, 카드무스 형제의 신화와 같이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떤 다수의 인간들이 존재했었
다고 우리가 가정하거나, 또는 전 인류가 너무나도 널리 분산되어 있어서 개개인이 스스로를 독립적
으로 다스리고 그들 사이의 자연적인 유사성을 제외한다면 서로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 정도라고 상상한다면 이는 허구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 상태에
서 한 개인은 다른 인간들과 특정한 연합을 이루고 있으나, 인간이라는 특징을 제외한다면 그는 나머
지 사람들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며, 또 이를 제외한 다른 어떤 이유로도 그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
다. 바로 이것이 현재 서로 다른 나라[civitas]들과,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respublica]의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이며, 예전에는 서로 다른 가부(家父)들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었다.47)
46) DOH, II.i.2-5.
47) DOH, II.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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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홉스와의 차이

스스로의 이론을 인간 본성으로부터 출발시키는 학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있어 자연 상태란 철학적인 사유로 인하여 가정된 전제이며 그러한 상황 속
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이었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포착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론 체계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었다. 푸펜도르프
가 홉스를 비판하는 점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였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홉스의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는 인간에 대한 관찰로부터 도출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로부터 자연법의 체계를 도출해
나아간 홉스는 그 시작에서부터 오류를 범하는 것이었다. 특히 푸펜도르프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시적 상태라는 홉스의 주
장을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이성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었다고 보
았다.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였다. 반면 푸펜도르프에게 있어 자연 상태에서의 개
인을 특징짓는 요소는 바로 무력함(imbecillitas)이었다. 아래의 두 개소를 비
교해보자.

자연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이는 즉 순수한 자연 상태, 혹은 어떠한 계약
(Covenants)이나 약속(Bond)에 사람들이 구속되기 이전에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원하는 상
대에 대하여 행하고, 또 자신이 원하거나 얻을 수 있는 바를 소유하며 이용하고 누리는 것이 적법한
일이었음을 뜻한다. (중략) 모든 것을 가지려 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함은 모든 이들에게 적법하
다.
48)

타인에 의하여 주어진 그 어떠한 돌봄이나 훈육이 없고, 자신의 기질로부터 자체적으로 나타난 것
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것도 아는 바가 없으며, 다른 인간들의 도움이나 그들과의 사귐이 박탈된 채
로 홀로 성년기에 이른 인간을 상상해보자. 의심할 여지없이 그보다 더 가엾게 여길만한 동물을 찾기
란 어려울 것이다. 말도 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초근목피(草根木皮)를 캐거나 야생 과일을 모으
고, 샘이나 강 내지는 그가 발견한 못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날씨의 가혹함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동
48) 홉스, De Cive,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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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에서 지내고, 그의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초와 이끼로 가리고, 다른 일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매
우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어떤 소음이나 다른 동물과의 마주침에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배고픔, 추
위, 혹은 맹수에 의하여 최후를 맞이하는 것 외에는 그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 반면 오늘날 사람의 삶
에 수반되는 그 어떠한 편의도 전부가 인간의 상호적인 도움으로부터 흘러넘친 것이다.49)
따라서 푸펜도르프가 전제한 실질적인 자연 상태는 앞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정 정도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되

50)

그 연합체들끼리는 독립적

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전 인류가 동시에 한꺼번에 자연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첫 번째 부모로
부터 태어난 자들에게서 모든 죽게 마련인 인간이 기원했다고 성서에서 가르쳐주는데, 이들은 동일한
부권(父權) 아래 종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는 몇몇 인간들 사이에서 이러한 자연 상태가
등장한다. 죽게 마련인 인간들 중에서 초기의 인간들은 아직 비어있던 세상을 채우고 자기 자신과 가
축들에게 보다 넓은 거주지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따라서 부친의 집을 떠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
였고, 개별 남성들은 자기 자신의 가문을 세웠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흩어진 그들의 후손들 사이에서
특별한 동족관계의 연결고리와 이로부터 나오는 감정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자연적인 유사성에서
비롯되는 공통성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인류가 놀라울 정도로 수가 늘어나고 고립된 생활
의 불편함을 발견하게 되자 점차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 처음에는 작은 나라들을 이루었는데, 여러 작
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내지 강요되어서 합쳐짐에 따라 보다 큰 나라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이런 나
라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인간성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에 자연 상태는 의심
의 여지없이 존재한다.51)
이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푸펜도르프의 입장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공동체 사이의 관계로, 그리고 이는 다시 확대되어서 결국에는 국가와 국가
49) DOH, I.iii.3.
50) 다만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이로부터 푸펜도르프의 사회계약론은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당
한 것이 아닌가하는 점일 것이다. 개개인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 없이도 이미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 사회계약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점에 대하여 푸펜도르
프는 인간에게는 본래 ‘사회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지만, 그 타당
성 여부에 관하여는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51) DOH, II.i.7., 이와 유사한 논지로 푸펜도르프는 EJU, II.Obs. III.5에서 마치 인간이 버섯처럼 한꺼
번에 땅에서 솟아났다고 가정했을 때 형성되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홉스의 주장[De
Cive, Viii.i.]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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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추의 가장 근저에 놓
인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중요성을 지닌다. 즉 푸펜도르프의 국가론 또
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 논증적으로 사회와 국가
를 분석해 나아가는 것이었으므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그 첫 단추에 해당했으며 동시에 이론의 핵심 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다.

2)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entia moralia)와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entia

(

physica)

1)

개요

사회나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 상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으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설명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것은 바로 푸펜도르프의 사상 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독특하면서도 핵심적 요
소인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와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이다. 이들은
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비록

와

EJU

DJN

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

DOH

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푸펜도르프에 의하면, 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각각 고유한 성질
들(affectiones:

情動)이

존재하며, 이들은 신이 부여한 바에 따른 움직임

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actio)

어떠한 지각(sensus)이나 숙고(reflexio)됨이 없이도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본
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움직임은 이와
반대로 이성적 사고에 의하여 유도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인간의 대부분의
지각적인 행위가 바로 이 후자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후자와 같이 사물과
그 움직임에 누군가의 ‘의지’(voluntas)에 의하여 부과되는 속성이 바로 사회
적 방면의 존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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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행위’[humana actio]란 인간의 능력[facultas]에 근원을 둔 그 어떠한 임의의 동작을 말하는 것
이 아니라, 위대하고 선하신 창조자께서 동물들 위로 그리고 너머로 인간에게 주신 능력에 의해 시작
되고 이끌어지는 것들만을 말한다. 지성(知性)의 빛 안에서 의지(意志)의 명령에 따라 개시된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다.52)
‘

다시 말해 아무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단지 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바에
따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인 세상은 물리적인 방면의 존재태의 세상인
데 반해, 여기에 겹치게 부과되어(superimponere) 그 가치를 판단하고 그 움
직임을 이끄는 것은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의 영역인 것이다.

53)

따라서 사회

적 방면의 존재태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움직임이나 변화를 가하는 힘을 가
지지는 못하며, 다만 그 행위를 지도하는 기준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2)

양자의 관계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의 영역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공간
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만약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이를 바라보지 않는
다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가 있기 위해서는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가 전제되며, 또 사회적 방면
의 존재태 자체가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럼에도 이는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의 세계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과’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entia

‘

impositiva).

나아가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를 생성하는 근본적 방식이 창조[creatio]이듯이, 부과[impositio]라는 말
보다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의 생성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는 사
물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원리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지성(知
性)의 의사에 의하여 기존의 물리적으로 완성된 사물과 그 자연적 결과물에 덧붙여진[superaddita] 것이
기 때문이다.
54)

52) DOH, I.i.2. 이것은 단순한 행동인 ‘인간의 동작(hominis actio)’와 구별된다.
53) DJN, 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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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자는 비록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지언정 엄밀히 별도의 차원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스콜라 학파와 같이 사물 그 자체에 본질적으로 목적이 존재
하고, 인간에게는 이성을 통하여 신의 섭리를 일부나마 인식 가능하다는 입
장에 대하여 푸펜도르프는 그러한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이 속하는 영역은
단지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에 불과하다고 함으로써 그들과는 명확한 선을 긋
고 있었다.

55)

다만 푸펜도르프는 그의 비판자들이 종종 주장하듯이 몰가치적

인 회의주의나 상대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는데,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언명에서도 드
러나고 있다.

그[=entia moralia의] 기원은 실로 신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인데, 그[신]는 인간이 문명도 규칙도 없이
짐승들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일정 양식에 의하여 절제되도록 하였고, 이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이후에 인간의 삶을
가꾸기 위하여 이후에 추가된 것들인데, 이를 도입하는 것이 질서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56)

최초의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는 신이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 의도한 바에 의
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그 가치판단 또한 이러한 신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고
인간에게 부과된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는 인간들이 자신
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사실상 인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법규범이나 사회적 제도들은
이러한 범주 아래 포섭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푸펜도르프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
을 들고 있다. 특히 법은 말할 것도 없이 대표적인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의
하나이며, 나아가 도덕성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와
의무의 개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

57)

,

54) DJN, I.i.4.
55) DJN, I.ii.6
56) DJN, I.i.3. *entia moralia 개념규정하는 원문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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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신분, 그리고 개개인이

일반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사적 역할인 부부 사이와 부모·자식 관계는 물론
공적 역할인 의원이나 관료 등도 전부 여기에 속하게 된다.

3)

그로티우스와의 차이

주목할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푸펜도르프와 그로티우스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특정 행위에는 그 자체로 선·악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계명들도 이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58)

화의 법,

그로티우스의 대표적 저서인

1625,

이하

DJB)

<De

Jure

Belli

ac

Pacis>(

전쟁과 평

에 나온 다음과 같은 언명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자연법은 신 그 자신조차도 변경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힘이 무한할지언정, 우리는 그
무한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에 대하여 어
떠한 의미 있는 명제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게 되고 단지 현저하게 모순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신은 스스로 둘에 둘을 곱하는 것이 넷이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기에, 그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을 악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59)
57) 푸펜도르프는 도덕적 선(善)을 자연적인 선(善)과 구별했다. 전자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주관적인 것인 반면, 후자는 모든 인간에게 물리적으로 갖추어진
타인을 돕기에 적합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선이라 하여도 그것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의미를 지니는 객관
적인 능력을 일컫는 것이다. 전자는 후자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후자가 모두 전자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DJN, I.iv.4). 푸펜도르프의 주된 관심사는 이중에서 전자, 즉 도덕적인 선에 관한 부분이었
으므로 이하에서 논해질 옳고 그름 내지 선악의 개념 또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도덕적인 것을 칭
하는 것으로 한다. [참조: J.B. Schneewind op. cit., pp. 204-205]
58) 다만 그렇다고 그로티우스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을 계승하는 주지주의자라고는 볼 수 있는지는
보다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의 저서인 <De Jure Praedae Commentarius>(전리품
에 관한 법, 1604-1606)의 경우, 스스로 ‘신이 스스로 의지로서 밝힌 바가 법’이라는 점을 내세우
고 있으며 나아가 자연법의 제1법칙으로서 자기 방어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로티우스의 초기 저작에 해당하며, 시기적으로 더 나중에 집필된 그의 주저(主著) DJB에
서 나타나는 성향은 주의주의보다는 주지주의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
겨진다. [참조: R. Tuck, "Grotius, Carneades and Hobbes", Grotius, Pufendorf and Modern
Natural Law, ed. K. Haakonssen, Ashgate, 1999, p.97; K. Haakonssen, op. cit., pp.29-30]
59) DJB, I.i.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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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펜도르프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하지 않는다. 푸펜도르프의 입장을 따를
경우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기준은 사물의 본성으로부
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놓인 존재의 의지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었고,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에 앞서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
은 불가능했다. 더욱이 신이 인간에게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바 외에 별도의
절대적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신과 동시에 영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떠
한 규범의 체계를 상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에게
고유한 성질을 갖추게 하는 일을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행하였다는 것은
푸펜도르프에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었다. 따라서 절대자인 신이 무엇
인가에 구속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도덕적인 선악의 준
별은 오로지 신 자신의 의지로써 정해지게 된다. 그렇기에 그로티우스가 예
시로 든

2

×

2=

라는 사실과, 간통이 죄악이라는 사실은 같은 차원에서 논

4

의될 수 없는데 간통의 물리적인 행위만으로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 불가능
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60)

따라서 무엇이 선한지 혹은 악한지, 아니면 무엇이

정의로운지 혹은 부정의한지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
범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고찰로부터 판단되어야만 했다.

61)

법규는 자연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라는 관용구는 그러므로 마치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하
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명제들이 인간의 마음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여
겨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이는 부분적으로는 법규가 이성의 빛에 의하여 탐구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최소한 공통되고 주요한 자연법의 조항[caput]들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기에 즉
시 동의를 발견하고, 또 이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므로 불경한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진정
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의 지각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에 아무리 강하게 몰두할지라도 다시는 지워버
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유로 성서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년일 때부터 시민 생활의 훈련으로 그것들에 대한 지각을 교
육받았고, 또 언제 우리가 이를 처음 흡수했는지 그 시점을 기억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을
60) DJN, I.ii.6.
61) K.G. Lutterbeck, "Pufendorfs Unterscheidung von physischem und moralischem Sein und
seine politische Theorie", Naturrecht und Staatstheorie bei Samuel Pufendorf, (hrsg. D.
Huening, Nomos, 200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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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미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누구나가 스스로 모국어에 대해서도 경험
하는 바이다.62)
4)

소결

이와 같이 푸펜도르프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그릇되었
다는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마치 선천적으로 내재된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푸펜도르프는 어째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와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를 구별하고
자 했던 것일까. 그 해답은 푸펜도르프의 이론 체계가 어떠한 목적으로, 보다
정확히는 무엇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립된 것인지를 상기하면 알 수
있다. 푸펜도르프의 시대까지 도덕적 행위기준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
는 윤리적 도구는 다름 아닌 인간의 본성이었다.

63)

그러나 인간이란 무엇인

가라는 질문 속에서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와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를 구별하
는 체계는 인간을 세속화시키고 다변화시켰으며, 따라서 만약 기존의 기독교
적 전통이 수직적인 체계 안에서 신에 의한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목적론
적인 것이었다면 푸펜도르프의 이론은 사회에서의 통치를 위한 수평적 사회
역할의 분배라는 세속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다시 말해
개개인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모상’을 이성적으로 인식함으로
써 스스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대신 실제 인간의
정치적·사회적 생활 속에서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에
게 주어지는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종교 전쟁 이
후 세속화된 정부를 가진

17

세기의 유럽 국가들을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적

합한 이론 구성이었다.

(3) 푸펜도르프의 인간상

62) DOH, I.iii.12.
63) I. Hunter, Rival Enlighten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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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치중립적인 인간

이제 우리는 푸펜도르프가 인간의 본질을 무엇으로 파악하였는지 알 수 있
게 된다. 우선 푸펜도르프의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이미 어느 정도의 공동
생활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홉스가 주장한 것과 같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

을 벌이고 있지 않다. 이하는 각각 홉스

와 푸펜도르프의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에 대한 묘사이다.

홉스] 전쟁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 적(敵)인 상태, 즉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
서는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로의 여지가 없다. 토지의 경작이나, 해상무역, 편리한 건물,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지표(地表)에 관한 지식, 시간의 계산도 없고, 예술이나 학문도 없으며, 사회도
없다.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
고 짧다.64)
[

푸펜도르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결론지어지는 바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비록 국가 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평화는 거
의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규들로부터 포착되는데, 이는 즉 인간은 도발하지 않은 타인을 해하지 않
으면서 다른 모든 이들이 스스로의 재산을 누리도록 하고, 자신이 맺은 합의를 충실하게 따르며, 보다
엄격한 책무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발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그리
고 그 누구라도 타인의 호의를 누리는 것이 그들로부터 적대시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에, 본성에 대한 유사성으로부터 타인 또한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65)

푸펜도르프의 시각에 따르면 홉스의 인간 본성에 대한 묘사는 올바르지 않
은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는 점은 이미 앞서 언
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푸펜도르프 또한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까지 부정하
는 것은 아니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리던 루소
와는 달리, 그는 비록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하여 항구적인 전쟁 상태에 놓
64) 홉스,『리바이어던』, 진석용 역 (나남, 2008), 172면.
65) DJN, II.i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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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는 않을지라도 언제든 전쟁으로 돌입할 수는 있는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
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그로티우스와 같이 인간에게는 신의 섭리에
상응하는 자연법의 규범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따라서 사회성 있는
존재라는 입장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푸펜도르프에게는 인간에게 어떠한 규
범이나 생활 기준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단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
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오로지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에 의하여
만 공동체 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존재였다.

2)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이러한 푸펜도르프의 주장으로부터 드러나는 인간 본질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바로 인간이 선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점이다.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가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내리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신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를 창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인간은 특정한 행위 양식에 내재적으로 구속되어 있
지 않으며 자유롭다는 말의 반증에 다름 아니다. 즉 사람은 의지로 인해 자
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

그가 어떠한 내재적인 필연성

에 의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의 행위의 주동자” 가
66)

됨을 의미한다.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특정된 법[ius]은 그들이 오로지 신에게만 종속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상태는 자연적인 자유[libertas naturalis]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는 선행하여 개입하는 인간의 행위가 없이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과 권능을 지니고, 그 누구의
명령권에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각자는 다른 이를 종속
시키지도 않고 다른 이에게 종속되지도 않기에, 서로 평등[aequalis]하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인간 안에
는 이성의 빛이 내재되어 있고 그 빛줄기를 통하여 그는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연적
인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자신의 행동을 규제받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의
66) DOH, I.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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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재량에 따라 건전한 이성에 합치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그리고 모든 동물
들에 내재되어 있고 공통된 경향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의 육체와 생명을 보전하고, 그것을 파괴하
고자 하는 것을 쫓아내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통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
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그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종속시키는 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수단이 자기 보존에 기여하는지 아닌지의 적합성은 개개인은 스스로 판단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든,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그 자
신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
성의 명령과 자연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한다.67)
위의 인용문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 존재
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평등한 존재라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평
등함은 능력의 평등함이 아니다. 오히려 푸펜도르프는 자신의 저술들 곳곳에
서 신은 인간에게 균등하게 능력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
며, 자연이 노예에 적합한 이들을 만들어낸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부
정하면서도 그 기저에 놓인 설명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 있다. 즉 선천적으
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이 있으며, 이들은 타
인을 감독하고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들에
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68)

나아가 푸펜도르프의 평등은 홉스와 같은 물리

적인 평등의 개념도 아니다. 홉스는 인간들 사이에서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
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음모
를 꾸미거나 혹은 같은 처지에 있는 약자들끼리 공모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
이라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69)

그러나 애초에 홉스가 근거

로 드는 물리적 힘의 평등은 푸펜도르프에게 있어서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평등이라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와는 차원이 다른 이
야기이다.

70)

따라서 푸펜도르프의 주장은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67) DOH, II.i.8.
68) K. Saastamoinen, “Pufendorf on Natural Equality, Human Dignity,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71, n.1, 2010, p.42-43.
69) 홉스, 앞의 책, 168면.
70) K. Saastamoinen, op. cit.,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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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욕망 이외에도, 이러한 것들을 파괴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저항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그의 영혼 안에 매우 민감한 자존감(自尊感, sui
aestimatio)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깎아
내린다면, 그의 육체나 재산을 해쳤을 경우만큼, 내지는 종종 그 이상으로 (이 자존감이) 격동된다. 비
록 이러한 자존감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고양되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인간 본성 그 자체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간(homo)이라는 단어 안에는 일정 정도의 존엄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
며, 타인의 오만불손한 모욕을 꺾기 위한 궁극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반박은 “나는 개나 짐승이 아니라
당신과 동등한 인간이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략) 인간의 본성이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된 것이
고, 개인은 최소한 같은 인간으로서 여겨지는 자가 아니라면 사회적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없으므로,
‘모든 이가 타인을 자신과 선천적으로 동등한 자로 여기고 대하는 것, 혹은 자신과 동일한 인간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연법의 계명으로서 명해지는 바이다.71)
벨첼은 이로부터 푸펜도르프가 주장한 인간의 선천적 자유와 평등이 결국에
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이는 이후에 칸트
(I.

Kant,

1724-1804)

평가하고 있다.

72)

를 포함한 후대의 사상가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다만 위의 개소의 후반부에서도 드러나듯이 인간의 능력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평등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 내지는 천부인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존감을 만
족시키는 것을 통하여 서로 간에 대립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
이었다. 즉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서로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 사회생활을 위한 수단으로서 평등하다고 가정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유념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Societas)의 형성
(1) 법(Lex)과 의무(Officium)73)
71) DJN, III.ii.1.
72) H. Welzel, Die Naturrechtslehre Samuel Pufendorfs (Walter de Gruyter, 1958), p.47.
73) DOH에서는 ‘officium’와 ‘obligatio’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양자는 모두 의무(義務) 혹은 책무(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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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정의(定議)

위와 같은 이론을 따를 경우,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 이미 자유롭고 평등
한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는 어떻게 인간들에게 부과되
며 또 왜 인간들을 특정 방향으로 구속하는 힘을 얻는 것일까. 한 인간이 다
른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음에도 왜 법은 만들어지고 의무는 인간을 구속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법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푸펜도르프에 의하면 법이란

상급자가 그에게 종속된 자로 하여금 자신의

“

행위를 상급자의 지시[praescriptum]에 따르도록 의무지우는 명령” 이다. 그
74)

리고 이러한 법이 인간에게 필요하게 된 이유를 인간의 자유 의지, 즉 본성
에서 찾는다.

인간의 행위는 의지에 의존하고 있으나, 개인의 의지는 항상 일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인간들의 의지는 보통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에 인류[genus humanum]에게 질서와 조화[decor]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행위들이 맞추어질 수 있는 어떠한 규범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필요했다. 그
러지 아니할 경우, 만약 이러한 의지의 자유와, 이러한 성향과 욕망의 다양성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마
음속에 있는 바를 고정된 규범에 대한 반성 없이 행할 경우에는 막대한 혼란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
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나아가 사람의 행위들은 도덕적 기준과의 연관성과 이와의 조화로부터
일정한 특징들과 명칭들을 얻는다. 법규가 어느 쪽으로도 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행위들은 합법적
[licitae]이거나 허용되었다[permissae]고 불린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연 그대로 재단되지 않는 시민의
75)

務)라는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용어가 구별되는 만큼 이 둘이 의미하는 바도 다르며, 이들
이 도출된 로마법의 개소들에서도 그 차이는 나타난다(참조: A.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91). 푸펜도르프도 둘을 구별해서 사용
하고 있는데, 그에게 전자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차지하게 되는 직분들(officia)에 포함된 특별한 의
무와 권리들의 총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개개인이 이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종속되는 것
을 뜻한다. 이를 Silverthorne의 영문 번역에서는 각각 ‘duty’와 ‘obligation’이라는 용어를 취하고
는 있지만 그 의미적 차이에 상응하는 국문 번역어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은 틀림없고, 일반적으로 De Officium(DOH)을 <의무론>이라고 번역한다는 점에서 여
기에서는 officium을 의무로, obligatio를 책무로 번역하도록 한다.
74) DOH I.ii.2.
75) 라틴어 원문은 istae. Silverthorne판 영문 번역에서는 will(의지)로 해석하였으나 여기서는 해당 지
시대명사가 ‘행위’를 일컫고 있는 것이 보다 타당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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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안에서는 때때로 비록 그 자체로 자연적인 도의(道義)와는 상충할지라도 사람의 법정에서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부른다. 또한 법과 합치하는 행위는 선{適法}하다고 불리고, 어긋
나는 것은 악{不法}하다고 불린다.76)
이처럼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사회 안에서 초
래할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는 푸펜도르프의 관점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선천적인 자유로부터 개개인이 법으로 구속되기 위해서
는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77)

만약 자연에 의하여 이미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뉘어져 있었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상을 전제한 푸펜도르프
의 이론은 그 근원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선악의 판단 역시 이러한 법의 기준에 의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유롭기에
그의 행위만으로는 도덕적 선악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인
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순간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선으로, 어긋나
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악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게 된다.

2)

자연법의 구속력

그러나 만약 법이 상급자가 내리는 명령이며, 이러한 상급자는 종속된 자들
의 동의로부터 성립되는 것이라면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근원적인 사회
적 방면의 존재태인 자연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미 태초부터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또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의 명령인 자연법의 계명은 인간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개개인이 책무(obligatio)로 구속될 터이므로 위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푸펜도
르프는 상급자의 명령으로부터 인간의 책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도, 그것이 올바르게 책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
하다는 논리구성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

76) DOH I.ii.1,11.
77) C.L. Carr, M.J. Seidler, op. cit., p.138.

- 42 -

저항하는 이에게 즉시 어떤 해악을

가할 수 있는 힘”, 즉 강제력이며 다른 하나는

“

의지의 자유가 그의 재량에

의하여 제한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들”, 즉 정당성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두려움이 숭경심(reverentia)에 의하여 조절되어

“

서 인간의 정신(animus) 속에서 발생”하며 상급자는 상급자로서 적법하게 존
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성이라는 요건의 부분에 남는 애매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자
로부터 후자에게 뚜렷한 혜택이 주어진 경우; 또는 만약 그가 타인이 잘되는 것을 바라고, 타인 자신
보다도 그를 더 잘 돌보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실제로 그에 대한 지도(指導)를 자기 몫으로 주장하
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그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타인에게 복하고 그의 지도에 동의한 경
우이다.78)
푸펜도르프는 신의 전지전능함과 선함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있기에,

79)

신은

위의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존재이다. 따라서 신은 정당한 상급자이며,
인간에게 부과한 법인 자연법은 그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전 시대
의 그로티우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이란 보편적인 선함을 인류에게 명하는 것
이었고 심지어 홉스 또한 법을 절대적인 선, 즉 생명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푸펜도르프가 묘사하는 법의 모습에는 이러한 요소
들이 결여되어 있다. 실제로 만약 푸펜도르프의 이론에서 신이 차지하는 자
리를 없앤다면, 다시 말해 최초의 입법자가 신이며 신은 절대적으로 선하기
에 그 법 또한 선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거할 경우 푸펜도르프의 주장은
결국 현세의 인간에게 의미 있는 선악의 가치판단은 오로지 입법자의 의지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이는 나아가 법실증주의와 유사한 입
장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80)

78) DOH. I.ii.5.
79) DOH. I.iv.5-6.
80)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체계 안에서 실정법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법실증주의와의 연관성은 해당 부
분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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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펜도르프의 의무론

이어서 법, 특히 자연법이 왜 인간을 구속하는지에 대한 푸펜도르프의 주장
에서 다루어 보아야 할 마지막 부분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논의이다.
푸펜도르프에 따르면 인간 행위의 도덕적 선악에 대한 판단은 법으로부터 나
온다. 그리고 법이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통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인간에게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이야기 할 때 이는 권리와 동전 앞뒷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렇다면 푸펜도르프 또한 이러한 입장을 견지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푸펜도르프가 말하는 개인의 ‘의
무’란 타인의 ‘권리’를 수반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먼저 그
로티우스와 그의 권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로티우스에게 있어서 권리란 완전한 권리와 불완전한 권리로 나뉜다. 전
자는 사회생활을 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이되 우리가 일
반적으로 아는 도덕 체계 전반을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
의 몫(sua)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능력(facultas)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개인은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자를 죽일 권리가 있는 것이며, 채권자는 가난
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을 동전 한 닢 남기지 않고 회수할 권
리가 있다. 반면 후자는 사회생활의 기본전제라 할 수는 없으며 요구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요구하는 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허
용되는 권리이다. 그렇기에 이는 불완전한 것이며, 여기에는 자비, 사랑 등과
같은 일상적인 덕목들이 해당된다. 위의 예시에서 채권자의 경우 그가 적법
하게 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혹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
유는 바로 이러한 불완전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81)

그로티우스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자신의 사회적·정치적 이론에 대한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데, 즉 모든 사회 내지 공동체는 이러한 자연적인 권리를 지닌 개개인에 의
하여 형성된다는 점이다. 완전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를 격퇴

81) DJB, I.i.viii.

- 44 -

하고 벌하고자 하지만, 더 나아가 불완전한 권리를 때때로 존중해줌에 따라
타인에게 선을 베풀 수도 베풀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그가 궁극적으로 주
장하고자 했던 바는 개개인의 자기 이익을 위한 노력이 타인의 유사한 노력
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완전·불완전한 권리들을 존중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는 인간의 창조자인 신이 바라는 것이었다.
푸펜도르프는 이와 매우 유사한 논리를 도입하되 그 방향을 바꾼다. 그로티
우스가 권리 개념을 통하여 주장하는 바는 푸펜도르프에게도 유효했다. 그
또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해서 상호간 전
쟁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로티우스의 견해를 따랐으며, 반대로
이에 대한 홉스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다만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와 같이
이 논의를 ‘권리’에 관한 것으로 구성할 수는 없었다.

82)

가치중립적인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에 최초의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로서의 자연법을 신이 인간에
게 부과한다는 그의 세계관에서 의무는 권리에 우선하고 의무가 권리를 발생
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83)

다시 말해, 푸펜도르프에게 있어서 권리가 법에

우선한다는 관점은 스콜라적 본질주의, 즉 신이 도덕에 관한 입법행위를 하
기 이전에 이미 도덕적 가치가 자연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여겨졌
던 것이다.

84)

따라서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의 권리론을 계승하며 이를 발

전시키고 체계화시키되 동일한 내용을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로 나누
어서 서술하였고, 그의 체계 안에서 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아니면
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85)

다시 말

해 푸펜도르프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유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소
극적인 자유였으며, 오늘날과 같이 국가가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82) 이는 완전한 권리(ius perfectum)나 불완전한 권리(ius imperfectum)라는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
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의무에 중점을 두어 바라보았다는
의미이다. DOH I.ix.4 참조.
83) 푸펜도르프 또한 의무가 수반하지 않는 권리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
무에게서나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증여할 의무를 부여하
지는 않으며, 범죄자를 처벌할 권리에는 범죄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참조: T.
Mautner, "Pufendorf and the Correlativity of Rights", Grotius, Pufendorf, and Modern
Natural Law, ed. K. Haakonssen (Ashgate, 1999), p.177.]
84) K. Haakonssen, op. cit., p.40.
85) DJN, I.v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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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는 국가권력 제한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86)

4)

소결

그렇다면 푸펜도르프의 위와 같은 논의들로부터 결론적으로 무엇이 도출될
수 있을까.
1.

첫 번째는 법의 영역과 도덕 영역의 명확한 분리이다. 비록 그로티우스로

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한 의무로서의 법과 불완전한 의무로서
의 도덕의 대비는 푸펜도르프에 와서 보다 명시적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푸
펜도르프 본인이 이러한 구별을 의식적으로 하였던 것인지는 의문스럽고 또
한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법과 도덕의 차이가 그의 이론 속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두 개념 사이의 차이를 보다 부각시키면서 상세하게 다루
었던 것은 그의 영향을 받았던 흄(D.
대의 학자들이었다.
2.

Hume,

1711-1776)

이나 칸트와 같은 후

87)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권리를 의무가 없는 영역, 내지는 법규가 허용

하는 영역에서의 자유라는 방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푸펜도르프는 자신의 목
표인 세속과 신성의 분리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얻었다는 점이다. 정교가
분리된 세속국가에 있어서 신에 의존하여 정당화되는 도덕규범은 그 힘을 잃
게 된다. 당시의 현실 사회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된 구체적인 법규의
내용이었지 신학적인 도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법이
규정하지 않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뜻하였
다.
3.

마지막으로, 푸펜도르프의 이론에 의할 경우 개개인의 자연법상 의무는

외부로부터 신의 의지에 의하여 정해지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에 의하여 부
과되는 것이지, 이성적인 존재가 스스로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하여 신의
86) T. Behme, "Ziele und Grenzen der Staatsgewalt bei Samuel Pufendorf", Naturrecht und
Staatstheorie bei Samuel Pufendorf, (hrsg. D. Huening, Nomos, 2009), p.68.
87) J.B. Schneewind, op. cit.,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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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법의 규범을 파악
하기 위하여 그저 인간의 ‘경험적’인 본성을 관찰하고 이러한 본성에 합당한
바를 이성적으로 추론해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
스나 홉스의 논의와 차이를 드러냈다. 차후에 보다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그
로티우스와 홉스가 국가와 관련하여 자연법을 논할 때에는 그 목적이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푸펜도르프는 동일한 논의를 자연법 그 자체의 차원에서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은 오로지 자연법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점만
을 지적해주며, 그 본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홉스가 실정법
의 구체적인 모습을 정하는 것은 주권자의 단독 권한이라고 주장한 것과 대
응되게 푸펜도르프는 자연법의 모습을 정하여 인간에게 외부로부터 부과하는
것은 신이라고 주장하였다.

88)

(2) 자연법의 계명들(Praecepta)

1)

자연법의 제1계명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자연법이 지니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로서의 의미와
인간이 여기에 구속되게 되는 정당성에 관해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이어서
자연법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류에게 명하는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인
간이 자연 상태에서의 개개인 내지는 소규모 연합체로 만족하지 않고 어째서
사회를 계약하기에 이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결국 자연법의 실제 내용을 알아보아야만 하기 때
문이다.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듯이, 푸펜도르프의 생각 속에서 다른 인간과 일
절 격리된 개개인의 자연 상태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다. 따라서
푸펜도르프는

지고지순한 신 다음으로는 이 세상에서 인간 그 자신으로부터

“

88) P.C. Westerman, The Disintegration of Natural Law Theory -Aquinas to Finnis- (Brill,
1998),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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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유익함보다 인간에게 더 큰 유익함을 제공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라고 말하면서 짐승과 인간의 차이에 주목한다.

89)

여기까지만 본다면 푸

펜도르프의 인간상은 그로티우스의 ‘사회성’을 지닌 인간의 개념과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난다. 다만 그로티우스의 입장과는 달리 이러한 원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타고 났기 때문이 아니고 자연
법이 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며, 이는 단지 인간에 대한 관찰에 근
거하여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었다.

90)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동시에 푸펜도르프에게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시사점
을 던져주었다. 홉스처럼 철저하게 일면적인 시각을 취하지 않았던 그가 보
기에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오직 유익하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다.

에

DOH

등장하는 다음의 개소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짐승을 대비시키되, 완전
히 다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인간 안에는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경향이 다른 어떤 짐승들에서 발견되는 것
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주로 식욕과 성욕에 의하여 사로잡히지만, 양쪽 모두 스스로가 용이
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가 진정된 다음에는 누군가가 자극하지 않는 한 함부로 분
노를 일으키거나 타자를 해치도록 격발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인간은 그 어느 때라도 성욕에 대한 준
비가 되어 있는 동물이며, 종(種)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자주 그것의 자
극에 의하여 충동질된다. 게다가 그들의 위(胃)는 단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쾌감을 원하고, 종종 자
연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을 원한다. 짐승들에게는 옷이 필요하지 않도록 자연은 마련
해놓았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 것을 즐겨한다. 짐승
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감정과 욕망이 죽게 마련인 인류에게서 발견된다. 과다하게
가지려는 욕심, 탐욕, 명예욕이나 남들보다 월등하고자 하는 욕망, 시기, 질투, 그리고 재능의 다툼과
같이. 그 증거로, 인간 족속들끼리 충돌하는 대부분의 전쟁들은 짐승들이 모르는 이유로 인하여 수행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를 해치도록 원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그러하다. 이에 더하여 많은 이들 안에는 엄청날 정도의 후안무치함과 타인을 모욕하고자 하는 방종
함이 있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비록 타고난 겸손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유를 보
§

4

89) DOH, I.iii.3.
90) S. Darwall, “Pufendorf on Morality, Sociability, and Moral Power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Vol. 50, N. 2, April 201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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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열의로 도발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저항하도록 채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
가 때로는 부족함, 즉 현존하는 자원이 그들의 욕망이나 탐욕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인간들을 서로
해치도록 자극하기도 한다. 더구나 인간에게는 서로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크나큰 힘이 내재하
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록 많은 짐승들처럼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로 인하여 가공(可恐)할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손재주는 해를 가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
며, 기질의 영리함은 드러내놓고 폭력으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에서 계책과 흉계를 통하여 습
격하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91)
§

5

정리해보면, 우선 인간은 사회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는 인간이 혼자서는 삶
을 제대로 영위할 수조차 없고, 따라서 서로의 도움을 통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동시에 서로를 해치고자 하는 습성과 능력을 지니
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많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며, 이
러한 자기 보존의 욕구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다른 인간을 해치고자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 이전의 학자들인 그로티우스와 홉스가 각각 묘사한
인간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입장 사이를 조화시키고자 한다. 즉, 인간이 스스로를 우선시하며 자기 이
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자기보전의 원칙’과 인간은 다른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으므로 서로 간에 사교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회
성의 원칙’은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하나의 계
명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나타나듯이, 근본 자연법[fundamentalis lex naturalis]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가능한 만큼 사회성을 함양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그것 없이는 목
적을 이룰 수 없는 수단 또한 원하는 법이기에, 이러한 사회성을 필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구성
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의 법리[ius naturale]에 의하여 명해지며, 이를 교란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은 금하
여진다. 나머지 계명들은 말하자면 바로 이 일반 법규 아래 포섭되는 것들이고, 인간에게 내재적으로
부여된 자연의 빛은 그것의 자명함을 암시한다.92)
91) DOH, I.iii.4-5
92) DOH, I.ii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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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법의 입법자

인간은 개개인이 나약하며 서로의 도움을 얻어야만 하는 존재이기에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며 타인
을 해치고자 하는 존재이므로 사회를 유지하여야만 하는 의무 또한 동시에
부담한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에는 양쪽의 요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
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러한 자연법의 제1계명 이후로 추가되
는 다른 자연법의 명령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
째 명령, 즉 ‘사회성의 함양과 유지’는 누가 그 입법자인가. 푸펜도르프는 그
자리에 신을 위치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 계명들은 비록 명백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법규
의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신이 존재하며, 그의 섭리로써 만유를 다스리며, 또 자신이 선천적인 빛의
힘을 빌어서 공포한 법규인 저 이성의 명령을 준수할 것을 죽게 마련인 인류에게 부과했다는 점을 전
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비록 그 유용성의 관점에서는 의사들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처방과 같이 준수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는 법규로서 준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규는 필
연적으로 상위자, 그것도 타인에 대한 통치를 실제로 담당하는 자를 두기에 그러하다. 반면 신
이 자연법규의 창조자라는 점은 설령 우리가 죽게 마련인 인류의 현재 상황[condicio]을 엄밀하게 고찰
하고 그의 초기의 상황이 이와 어떻게 다른지, 또는 어디로부터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자연적 이성에 의하여 증명된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삶 없이는
인류가 무사할 수 없도록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정신에는 그러한 목적에 도움을 주는 관념들을 깨달
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명백한 것은, 인류가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자신의 기원을 신에게 빚지
고 있다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현 상태[constitutum]가 무엇이든 간에 신은 인류를 자신의 섭리의 관리
[moderamen] 안에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바는 인간이 짐승과 비교할 때 자신에게
고유한 것으로 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 힘을 스스로의 본성의 무사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이
에 따라 사람의 삶이 법 바깥에 있는[exlex] 짐승의 삶과 구별되는 것을 신은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자연법의 준수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기에 또한 이해되는 바는, [자연법이] 인간의
자의적인 발명품이자 그의 변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돌보기 위하여
신 그 자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정된 수단으로서 준수될 것이 신에 의하여 인간에게 의무지어진다
는 점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목적에 구속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필수적인 수단을 취하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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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록 그를 구속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나아가 사회적 생활이 신의 명령에 의하여 인간들에
게 부과된 것이라는 증거로는 종교에 대한 지각이나 신령자(神靈者)[Numen]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떤
다른 동물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러한 것들은 법에 구속받지 않는 동물 안에서는 이
해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은 인간의 정신 안에서는 매우
섬세한 지각이 생겨나는데, 이 지각은 자연법에 위반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의 정신에 대한 명령
권을 가지며 인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임박하지 않았을 때에도 두려워해야 마땅한 신을 거스른다는 것
을 확신시킨다.93)
이 인용문은 푸펜도르프의 이론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
공하므로 그 논리구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푸펜도르프에게 있어서 법
은 상급자의 의지로써 발해지는 정당한 명령이다. 신의 전지전능함과 완전한
선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의 기준에 의할 경우 신은 상급자로서 우
리에게 정당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또한 신은 스스로의 자유의
지로 인간을 현재의 모습으로 창조하였다. 다만 신의 섭리를 타락한 인간은
이해할 길이 없기에, 인간에게 가능한 일은 오로지 현상으로서 주어진 인간
을 관찰한 후, 그로부터 파악되는 특성을 통하여 신이 인간에게 의도한 바를
도출해내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신은 인간
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자연 상태에서 관찰되는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가 강하지만 동시에 개개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무력한 반면,
함께 협동하여 살 경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으므로 신은
인간이 더불어 살고 또 문화와 사회를 이루어서 살 것을 의도하였다. 나아가
누군가를 목적에 구속시키는 자는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에까지 구속시
키는 것이기에, 상급자인 신은 인간이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살 것을 원
하면서도, 이러한 사회성을 파괴할 수 있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규율하
고자 자연법을 법규로서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3)

특징

93) DOH, I.ii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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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로부터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푸펜도르프가 자신의 자연법 체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죽게 마련인 인간’(mortalis)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
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현에 내포되어 있는 바는 다름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부과한 자연법이 어디까지나 인간이 현세를 살아가기 위한 방침에 불과한 것
이며,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시사해주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푸펜도르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결론이었는데, 그에게 인간의 이
성이란 그로티우스의 그것처럼 보다 고차원적인 도덕규범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지적 능력이 아니라 단지 경험적인 앎과 논리적 추론 과정을 가능하
게 해주는 제한된 능력이었으므로

94)

현세 이후의 일은 인간에게 도저히 파악

가능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연법의 계명도 어디
까지나 현세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신이 명령하는 바를 의미할 뿐인 지극히
세속적인 규범을 의미하게 된다.
2.

두 번째로는, 푸펜도르프가 자기 보존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유용성
을 자신의 이론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

(utilitas)

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홉스의 자연법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홉스에 의할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법은

“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

죽음에 대한 두려움[Feare], 생활의 편의를 돕는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욕망

[Desire],

그러한 생활용품을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Hope]”

들로 인하여 이성이 인간을 평화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95)

그러나 푸펜도

르프는 홉스와 달리(또한 의식적으로 홉스와 거리를 두고자 하면서

96)

),

자연

법이 개개인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성을 촉진시킴에 따라 명백하게 유용
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긍정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법의 근거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성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는 때때로 개인의 즉각적인
이익에 상반되는 경우 또한 존재할뿐더러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태롭
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97)

따라서 유용성은 자연법의 존재를 입증해줄 수

94) I. Hunter, op. cit., p.158.
95) 홉스, 앞의 책, 174-175, 177면.
96) DJN, II.ii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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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가 자연법을 정당화시켜주
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자기 보존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자연법
의 유용함이란 법규로서 의무를 부담시키는 자연법으로부터 파생된 결과일
뿐인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자연법에 대하여 그 어떠한
초월적인 정당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신이 인간을 지금의 형상과 특징
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인간이 파악할 길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용하
기 때문에 자연법’이라는 논거는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체계 안에서 설 자리
를 잃게 된다.
푸펜도르프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동 시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게 되
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이론이 자연법의 영역을 계시 신학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자연법을 신학과 독립된 학문분야(sui

generis)

로서 확

립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자연법의 세속화는 이미 전대의 그로티우
스의 이론에서부터도 시작되고 있으므로

98)

그 기원이 푸펜도르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로티우스가 어디까지나 자연법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의
방법론의 일환으로 이를 언급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푸펜도르프는 이를 처
음부터 의식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자연
법으로부터 모든 계시 신학적인 요소를 배제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4)

99)

라이프니츠의 비판

푸펜도르프의 여러 비판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라이프니츠(G.
Leibniz,

1646-1716)

였는데, 그는 푸펜도르프를

고, 그렇다고 결코 철학자 또한 아닌 자(vir

“

거의 법학자라고 할 수도 없

parum

jurisconsultus

et

minime

로 평가하였다. 그가 지적하는 푸펜도르프의 문제점들 중 하나

philosophus)”

97) J. Tully, op. cit., p.xxvii.
98) F. Wieacker, op. cit., pp.290-291.
99) F. Grunert, Normbegruendung und politische Legitimaet (Max Niemeyer Verlag, 2000),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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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의 주의주의적(主意主義的)인 이론 구성이었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주의주의는
다.

100)

“

신은 정의롭기 때문에 칭송받는다”는 명제를 설명할 수가 없

이러한 명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의 의지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객

관적인 정의(正義)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은 마치 민중이 폭군에 복종하듯이 단지 그 힘에 의하여 억압
될 따름이기 때문이다. 푸펜도르프의 이론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없기
에 그가 주장하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 또한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라
이프니츠는 더 나아가, 인간에게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두 가지 근거인 강제
력과 그 강제력을 이성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근거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
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101)

즉 만약 어떤 규범의 정당성이 인간에 의하

여 인식될 수 있다면 강제력이 동원될 필요도 없이 이는 당연히 준수될 터이
므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동반한 강제력은 무의미해진다는 주장이다.

102)

그러나 우리는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 안에서 이러한 반론들에 대한 재
반론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신이 우리에게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 단지 그의 전지전능한 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푸펜
도르프도 인정하는 바이다.

103)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개인이 누군

가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은 복종하는 자의 자발적인 의사로부터 비롯된 것이
거나 그 상급자의 명령이 정당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정당성이 반드시 라이
프니츠가 주장하는 근거로부터 찾아질 필요는 없다. 신이 선하다는 명제가
부동(不動)의 진실인 이유는 신의 행위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에
합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이러한 규범에 구속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자유의지만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의 수많은 이
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104)

그렇기에 인간은 신이 정당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인간은 신이 명하는 자연법에 구속

100) Gottfried Wilhelm Leibniz, Political Writings, translated and edi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Patrick Riley,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71.
101) Ibid., pp.73-74.
102) J.B. Schneewind, op. cit., pp.145-146.
103) DJN, I.vi.12.
104) DOH, I.iv.6./ DJN, I.i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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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만 인간은 원죄에 의한 타락으로 인하여 자연법의 계명이 정의롭다
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에, 단순히 정당성
의 이유만 가지고는 대다수의 인간들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지 못
한다. 그렇기에 자연법의 계명은 그 부과하는 의무에 대한 강제력 또한 필요
로 한다. 이러한 푸펜도르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개소에서도 그대로 드러
나고 있다.

모든 완벽한 법[legis perfectae]은 두 부분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 또는 행해
져서는 안 되는지를 정의하고, 다른 하나는 계명을 무시하거나 금지된 바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규
정된 벌(罰)을 선언한다.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지 않는 자들에
게 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하라[hoc fac]’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벌을 받아 마땅한 원인이 선행하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poenas dabis]’라고 말하는 것은 터
무니없다. 따라서 모든 법규의 효력은 우리의 상위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원하는 바
의 선언과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하여 정해진 벌로 구성되어 있다.105)
5)

소결

그러나 위와 같은 이론 구성에도 불구하고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1.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가 비록 계시 신학의 요소들을 자신의

국가 이론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연법을 정
당화시킬 수 있는 원천적인 근거를 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
다는 점이다.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체계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신이 스스로
의 의지로 명하여 의무를 부과한 바로부터 여타의 모든 계명들이 도출되고
있기에, 만약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은 그 기본 전제
에서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논의한 법의 정의, 즉 위반
시

“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급자가 내리는 정당한 명령이라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푸펜도르프는 그의 저서들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되는
105) DOH, I.ii.7.

- 55 -

형벌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106)

그러나 자연법을 위반한 경

우, 보다 정확히는 신이 명하는 자연법의 계명을 위반한 경우에 인간이 받게
되는 제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그것이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푸펜도르프는 별다른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벌을 내리는 주체
는 신이므로 결국 사후의 심판을 통하여 인간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인간의 구원과 내세에서의 삶을 다루는 계시 신학의 영역이기 때문이
다.

107)

다만 푸펜도르프를 포함한 당시의 사상가들에게 있어 신의 존재는 당

연하게 전제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론의 원점을 신에 두는 자는 푸
펜도르프 이외에도 여럿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또한 푸펜도르프가 최초의 자연법을 입법한 자이자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원초적인 이유라는 자리에 신을 위치시키고자 한 것은 종파간의 다툼으
로부터 자연법을 독립시키기 위해서였기에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운 창조자로
서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내지는 세속적 영역 안에 존재하는 현실 세
계의 법과 정치에서 신에 대한 논의를 포섭시키기 꺼려하는 자에게 푸펜도르
프의 이론이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2.

나아가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개념은 그로티우스나 홉스의 이론 중 그 어

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중간점에 서고자 하였지만, 동시에 그러한 이유
로 인하여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인간의 사회성과 자기 보존의 욕
망이라는 양 측면을 함께 인정하면서도, 이 둘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더 나아가 인간의 사회성이란 단지 인간의 욕망을 외부적으로 제한하는 원리
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푸펜도르
프는

에서는 일견 이러한 양 이론을 모두 담는 대신, 자기 보존의 원리

DJN

하나로만 인간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보인다.

실로 자신의 안녕(salus)과 보존(conservatio)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거부할 수 없
다고 이성은 충분할 만큼 반복해서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사함(incolumitas)과 행복(felicitas)은 상당
부분이 타인의 자비와 도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을 동일하게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것이
106) DJN, VIII.iii/ DOH, II.xiii.
107) DOH, I.iv.8.

- 56 -

인간 본성에 합당하기 때문이고,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내던지게 되는데, 당연히 제정신을 지닌 그 누구도 타인에 대한 모든 견지에서 스스로를 포기함으로
써 자신의 보존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을 보다 이성적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자
신의 의무를 다하여 타인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108)
그러나 인간의 사회성과 자기 보존이라는 두 원리는 여전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 만약 홉스와 같이 자기 보존에 중점이 두어진
다면 인간의 의무는 결국 자기 이익의 원리로 수렴된다. 반면 반대의 입장
쪽으로 기운다면 사회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능력이 되어 버리므로
이러한 바를 신이 법으로써 외부로부터 강제한다는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
지게 된다.

109)

결론적으로 그의 이론은 신을 인간의 도덕으로부터 제외시켰

다는 비판으로부터도, 또 반대로 신을 세속적인 인간의 세상에 개입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푸펜도르프의
절충설’이 단지 그로티우스나 홉스의 주장의 세련된 반복에 불과하다는 주장

‘

또한 바로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할 점은 푸펜도르프가 이와 같은
이론 구성을 취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이다.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푸
펜도르프가 자신의 이론을 통하여 추구하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전
쟁 이후 급변한 유럽의 정세를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렵게 되찾은
평화와 안정을 가능한 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정립이었다. 그
렇기에 그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었던 개별 신앙의 가르침들을 현실의 법과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을 극구 피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 자연법의 계명
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계시 신학과 거리를 둘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군주의 법이 외부적인(특히 신학적인)

正·不正의

기준에 의

하여 재단되는 것을 막고, 이를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신앙과는 관계없이
준수될 수 있는 규범의 체계로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푸펜도르프
108) DJN, II.iii.16.
109) K. Haakonssen, op. cit.,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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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을 바라볼 경우, 그의 방법론은 스콜라적인 선한 혹은 악한 행위에
대한 내재적인 기준으로부터 법을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사물을 그 주어진 자
체로 선입견 없이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벨첼은 푸펜도
르프의 이론이
“

“

새로운 사유와 낡은 스콜라 전통 간의 격렬한 대결”이었으며

당시의 젊은 세대로부터 열광적으로 환영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110)

이

또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의 자연법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만으로 그 이론을 평가하는 일은 푸펜도르프의 자연
법론이 지니는 시대적 의의를 올바르게 파악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3) 국가 이전의 사회

서

1)

에서는 국가를 이루기 전의 사회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

DOH

나,

111)

이는 국가를 이루기 전단계(前段階)로서의 사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

며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푸펜도르프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자연법의 명령
에 따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인간들이 차지하는 개별적인 신분들
과, 그 안에서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각각의 책무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즉
제2권의 제1장이 인간의 선천적인 자연 상태에 대하여 다룬 것이라면, 제2장
부터 제4장까지는 인간의 후천적인 상태를 다룬 것이다.

112)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되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私法)의 영역이기에, 푸펜도르프가

학문적으로 공동체연구에 몰두하여

“

개인주의적인 사법(私法)이론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 같다”
는 주장

에는 동의할 수 없다. 푸펜도르프의 주된 관심사가 사회와 국가

113)

및 국제 관계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로마법의 계수

110)
111)
112)
113)

벨첼, 앞의 책, 202면.
DOH, II.ii-iv.
DOH, II.i.2.
조규창,『독일法史 上』(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8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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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연구되어온 시민법(ius

에 대한 고구(考究)가 선행되고 있는 것

civile)

이다. 그 중에서 이 연구의 목적상 푸펜도르프의 국가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몇 가지 영역에 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푸펜도르프의 계약 관념

푸펜도르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협약(pactum)이라고 보았다.
념 전반을 설명하기 위하여

114)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협약을 포함한 계약 개

pactum

이외에도

contractus,

foedus,

conventio

라는 로마법에서 비롯된 용어들을 두루 사용하고 있다.

115)

더 이상의 논의를 전개시키기에 앞서 이와 관련하여 푸펜도르프가 사용한 용어들
을 정리한다. 우선 푸펜도르프는
적 계약에서, 그리고

DOH

에서

contractus

는 사물과 행위에 관한 상거래

은 그 이외의 약정 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을 밝

pactum

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약[pactum]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한 합의[consensus]와 약정
이다. 그러나 종종 단순한 협약과 계약[contractus] 사이는 구별되는데, 이러한 차이의 주된 내용은

[conventio]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사물과 행위와 관련된 협약은 계약이라 불린다는 점이고, 따라서 이는 사물의 소유권과
그 가치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반면 다른 사안들에 대한 약정은 일반적으로 협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몇몇 이들은 협약과 계약이라는 용어를 뒤섞어서 사용한다.

116)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체계 안에서 협약이란 그의 자연법과 국가론의 체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인과 사인 사이의 의사합치
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의 용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사에 대한 개관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이들 용어가 유래한 로마법에서 계약은 그 성립방식에 따라

가지로 분류되

4

114) DOH, I.ix.1-2.
115) 조원홍, “푸펜도르프의 계약론: 법이론과 국가론의 토대”, 安東史學, v.2, no.1, 1996, 233-234면.
116) DOH, I.xv.1.

- 59 -

었다. 물적 급부가 있을 것을(re) 요구하는 요물계약, 정해져있는 언어형식에 따라 구
술로(verbis) 체결되는 언어계약, 회계장부로의 기입을 필요로 하는(litteris) 문서계약,
단순한 합의로(consensu) 성립되는 낙성계약이 그것이다.

117)

그러나 이상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무방식의 단순한 약정(pactum)은 오늘날이라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계약에 포함되겠지만 로마법에서는 계약과는 법기술적으로 달리 취급되었다.
결정적인 차이는 소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18)

유럽 사법(私法)의 역사를 살펴볼 경우, 이 당시는 아직 각국의 법전 편찬이 이루
어지기 전의 시대였고, 대부분의 대륙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로마법으로부터 발전한
보통법(ius

commune)

(contractus)

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보통법에 의하면 계약

은 여전히 형식계약이었으며

약정” 혹은

쌍방 당사자에 의하여 의무를 발생시키는

“

상호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

2

인 또는 다수인의 합의”로서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을 의미했고, 보다 광의로는 당사자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 또한
포함되었다. 그러나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보다 간편하게 당사자 사이를 권
리와 의무로 구속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학자들은 이러한 전형성이 결여
된 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약정(pactum)에 주목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로마법의 원
리에 따라 보통법에서도 약정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소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나(裸)
약정(nudum
위하여

pactum)

개발된
이었다.

vestitum)
( 裸)

을 의미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약정에도 구속력을 주기

개념이
119)

바로

나(裸)약정에

옷을

입힌

착복(着服)약정(pactum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특히 교회법학의 영향 하에, 후대에는 나

약정 자체에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됨에 따라

결국

pactum

이 중세법학에서 계약이론의 중심을 차지하기에 이른다.120)

이상의 배경을 고려하면서 푸펜도르프를 살펴보면, 푸펜도르프는 약속과 계
약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면 그 형식과 상관없이 구속력을 인정하였
다(In

promissis

et

pactis

requiritur

consensus).121)

따라서 수많은 계약을 통

117) 성중모,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 初譯-제3권 번역과 註釋”(法史學硏究 제46호,
2012.10), 601-602면; P. Birks, G. McLeod, Justinian's Institut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104-105
118) 최병조,『로마법강의』(박영사, 1999), 459-460면.
119) 최병조,『로마法硏究(I) -法學의 原流를 찾아서-』(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560-568면.
120) 일방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약속(promissio)’ 개념 또한 근세에 이르러 그로티우스의 계약
이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고, 따라서 차후의 과제로 남
겨두기로 한다. [참조: Ibid., 5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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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인간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계약은 쌍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는 않았고 서로가 특정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
자가 다른 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맺는 약속 또한 동등한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었다. 즉 푸펜도르프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당사자들의 합

pactum

의만 존재한다면 쌍무·편무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였고, 이
는 그가 변천 끝에 다다른 자기 시대의 계약 용어와 이해- 이것은 오늘날 우
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의 일반적 정의, 즉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

“

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
위”

122)

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를 자연스럽게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푸펜도르프는 어째서 이러한 계약으로부터 구속력이 나온다고 생
각했던 것일까. 이는 바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목
에서 엿보이는 그의 공리주의적인 성향 또한 그의 경험주의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서 자연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는 모든 이가 주어진 신의를 지키거나 약속
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노력이나 재화의 상호적 교
환으로부터 가능해지는 유용함의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약속을 지켜야 한
다는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개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계획을 견고하게 할 수 없게 될 것이
다.123)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서로 간에 사회성을 함양할 것을 지키라는 자연법의

계명에 따라, 개개인 사이의 계약이나 약속 또한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명
제는 이를 규범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푸펜도르프는 그의 저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견 유효한 계약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무효인 경우나, 아니면 유효한 계약이더라도 이러한 구속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124)

121)
122)
123)
124)

DJN, III.vi.1.
지원림,『民法講義 제7판』, 弘文社, 2009, 176면.
DOH, I.ix.3.
DOH, I.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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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공동체 내에서의 명령권

계약 준수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일반’ 이론이기에 인간이 사회에서 서로간
맺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에 대한 논의일 뿐이고, 계약의 이행이라는 의무 이
외에 인간을 구속하는 다른 기타 의무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제도(institutum)나 개인의 특정한 신
분(status)이 먼저 전제될 필요가 있었다.
푸펜도르프가 이러한 제도나 신분 중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세 가지였는
데, 이는 각각 언어(sermo), 사물에 대한 소유권(dominium
(pretium),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명령권(humanum

과 그 가치

rerum)

이다.

imperium)

125)

이 중에

서도 인간에 대한 명령권은 결국 국가의 설립을 통해 형성되는 주권자와 신
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는 것이다. 푸펜도르프는 논의의 순서
상 그 이전에 국가를 구성하는 보다 작은 단위인 부부, 부모·자식, 주인·노예
사이에서의 명령권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 세 조직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이다. 그 안에서 구성원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인간의
삶에서 요구되는 바를 제한적이나마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들의
존재는 국가가 독립적인 개개인으로부터 바로 형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소규모의 사회 공동체로부터 탄생하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국가의 존재 없이도 인간은 이미 어느 정도의 안전과 서로에
대한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 조직체 모두 구성원들
의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록 각각의 특수
성이 인정될지라도 이들은 모두 앞서 논의한 계약의 일반 이론이 적용되는
인위적인 조직체이며,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주어진
것이 아니다.

126)127)

125) DOH, I.ix.22.
126) M. Seidler, op. cit.
127) 참고로 그로티우스는 인위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의 개념에 국가만을 포함시켰으며, 가족과 같은 단
체는 별다른 의사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조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푸펜도르프와의 차
이가 드러난다. [참조, P.C. Westerman, op.cit.,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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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사이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남녀 간의 결합이며 사회적 생활의 가

장 근본이 되는 관계이다. 기본적으로는 동등한 지위의 남녀가 계약을 통하
여 맺게 되는 것이지만 남성의 권력에 여성이 복종하는 형태로 맺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고,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의무를 상대에 대하여 부담한다. 예를 들
어 정절을 지킬 의무나 동거 의무 등은 상호간에 부담하는 것이지만 남성이
정하는 바에 여성이 따를 의무 등은 한쪽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대한 이러한 이론은 이전에 주장한 인간의 평등함과 모순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비록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지언정 남녀를 각각
관찰해 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적으로 우위라는 사실이 도출되므로 남
성의 권력에 여성이 복속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주장한다. 나
아가 남성이 여성을 자신의 명령권에 복종시킨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결
혼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성립되는 관계이기에 당연히 여
성의 생사여탈권이나 혼인지참재산[嫁資]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까지 주어
지는 것은 아니었다.

128)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 관계이므로 일방이 간통

행위나 악의적인 유기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기가 가능했으나, 다만 피해를 본 배우자만이 계약으로부터 벗어
날 자유가 있었고 유책 배우자는 여전히 구속되었다. 그 이유는 피해자 쪽이
다시 재결합을 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성격상의 차이로 불화가 생
기는 경우에는 단지 동침 의무 등만이 면제되고 결혼 그 자체를 해소할 수는
없었다. 푸펜도르프의 경우에도 이러한 혼인관과 부부관계의 관념은 자연법
론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경우에 기존의 사
회질서에 반영된 법상태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일반적 관
찰의 예외일 수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2.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푸

펜도르프의 주장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
서 그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명령권”

“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성스러운 형태의

이지만, 홉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129)

130)

128) DOH, II.ii.4.
129) DOH, II.i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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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출생만으로 자식이 당

연히 부모에게 종속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일지언정 동의를 표해야만 구속
된다고 보았다. 일견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논리 구성에 대하여 푸펜도르프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아가 태어났을 당시 이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자신이 부모의 돌봄이나 그에 연결된 명령권 없이
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당연히 이에 동의하였을 것이며, 그 대신 자
신을 적절하게 양육하기로 계약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해서 자식들을 보살피며 이
들을 인간 사회의 적절한 구성원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받아들일 때 부모의 자식에 대한 명령권은 실
제로 성립된다.131)
따라서 부모와 자식은 이러한 계약관계에 의하여 쌍방이 각각 의무를 부담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모의 명령권은 자식을 올바르게 기른다는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결혼과 마찬가지로 자식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나아가 자식이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하
는 순간 비록 은혜를 입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를 되갚을 불완전한 의무가
남아있을지언정 이전과 같은 계약 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부모자식관계마저
계약적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푸펜도르프가 서구 근대의 주체적 개인
주의의 신봉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오늘날의
관점과 상통하는 점이 놀라울 정도이다.
3.

마지막으로 푸펜도르프는 주인과 노예

132)

사이에 성립되는 명령권에 대

하여 다루고 있다. 우선 그는 노예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가 이 범위 안에 포섭시키는 자들은 총 다섯인데, 봉급을 받으며 일시적으
로 근무하는 하인, 스스로의 의지로써 자신을 영구적으로 타인에게 종속시킨
자, 전쟁의 포로가 되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자, 다른 이유로 얻거나 구매
된 노예, 그리고 이러한 노예의 자식들이다. 이후로 그는 각각의 관계에서 성
립되는 명령권의 특성에 대하여 다루지만, 여기서 이론 구성상 한 가지 문제
130) Leviathan, Part I, Chapter 20.
131) DOH. II.iii.2.
132) 원문은 ‘Servus', 즉 노예(slav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노예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보다 정확히는 노예와 하인, 그리고 농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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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발생한다. 노예의 신분으로서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주인에게 영원히
복종해야 하는 자(따라서 일시적인 고용관계에서의 하인은 제외된다)가 계약
의 주체로서 대등한 인간인지 아니면 계약의 객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그 성격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어느 쪽 입장을 취해야 하는
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를 계약으
로 파악할 경우, 만약 주인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
대하거나 음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노예가 자발적으로 이러
한 계약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푸펜도르프는 이에 대하여 노
예에게 양쪽 모두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주인은 경우
에 따라 노예를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노예는 주인의 다른
재산과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듯이 주
인 또한 노예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가 존재한다. 비록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
지 않을 경우 노예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있다.

133)

DOH

에서는 이 또한 가능하다고 보고

DJN

따라서 주인에게 노예는 소유물이기 이전에 대등한 인간이자 내재

적인 자유 의지를 지닌 계약의 주체이며, 그 범위 안에서만 명령권이 성립하
는 관계인 것이다. 여기서 푸펜도르프의 세부적인 논의가 역사적으로 부하된
지배종속관계를 일괄하여 통일적으로 고찰하려던 결과로 일정한 난관에 봉착
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정한 의미의 노예에게까지 계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 했다는 점이고,
이는 고대 및 중세와 차별되는 근대정신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당시의 현
상적 법 서술에 그칠 수밖에 없었을 문제영역에서 비록 궁극적으로는 공리주
의적인 경험 논증에 의거하겠지만 과감하게 규범론적인 논법을 구사하고 있
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법이론이 갖는 인간해방적인 측면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서로 계약 관계를 통해 성립된 사회관계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최
소 단위의 공동체로서 기능하며, 국가는 다시 이러한 공동체들에 속한 개별

133) DJN, IV.ii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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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이 계약을 상호간 맺음으로써 성립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주어지는
과제는 푸펜도르프의 이러한 자연법 체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
는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4. 국가(Civitas)의 설립
(1) 국가 형성의 이유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인간들이 신에 의하여 자신
들에게 주어진 자연법의 계명대로 이미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들이 국가까지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푸펜도르프도 이러한 질문을 예
상하였는지, 국가론을 다루는 장(章)의 가장 서두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
서 논의를 시작한다.

비록 지금까지 열거된 의무와 신분[status]들로부터 획득될 수 없는 쾌적함과 이익이란 거의 존재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마련인 인간들이 어째서 이 소규모의 작은 사회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
[civitas]라는 이름의 큰 사회를 구성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제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
초로부터 인간의 시민(사회) 상태[status civilis]와 함께하는 의무들에 대한 이유들이 추론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134)

국가를 형성하지 않아도 이미 인간은 협동을 통한 이익을 얻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와 그 자식들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만으로도 서로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상호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공
동체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들이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 이루는 현상에 대하
여 푸펜도르프는 적합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하물며 국가를 수립
한다는 것은 나머지 구성원들에 대하여 우월한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자를 선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본래 서로 평등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버
리고 이에 복속되는 것을 택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에
134) DOH, I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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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당화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푸펜도르프 또한 인간이 국가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자신의 이익에 전적으로 합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긍정한
다.

시민이 되는 자는 자연적 자유를 잃게 되며 생사여탈권이 포함된 명령권에 종속되는데, 그것의 명
령을 통하여 명령이 없는 다른 경우라면 기피하였을 많은 것들이 행해져야 하고, 몹시 탐냈을 많은 것
들이 단념되어야 한다. 더욱이 많은 행위들이 사회의 이익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데, 이는 종종 개인의
이익과는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선천적으로 내재된 경향을 통하여 인간은 그 누
구에게도 종속되고자 하지를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며,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135)
그런 만큼 그로서는 인간 안에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재
된 방향성이 있다는 입장을 택할 수도 없었다. 그러한 논리는 그 자신의 이
론과 모순되었을 뿐만 아니라 푸펜도르프가 바라본 인간 본성의 모습과도 상
충했기 때문이었다.

지배자의 명령을 선뜻 따르는 자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 애쓰고 기꺼이 사적인
이익을 뒤로 미루며 더욱이 국가에게 있어서 이익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이익이 아니라
고 생각하는 자를, 마지막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호의적인 자를 우리는 진정으로 정치적 동물, 즉 좋은
시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소수의 성품들만이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대다수는 처
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어떻게든 억제된다. 많은 이들은 그들의 삶 전부를 통하여 악한 시민이자
비(非)정치적 동물로 머무른다.136)
따라서 푸펜도르프는 국가란 인간이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최상위의 단계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목적을 위하여 인간들이 인
위적으로 형성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
각은 국가의 존재를 다른 도덕 윤리 규범으로부터 세속화시키고자 하며 동시
에 이를 어떤 내재적인 필연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푸펜도르프의 입
135) DOH, II.v.4.
136) DOH, II.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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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반영된 관점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들이 모여 국가를 만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이론체계의 가장 기초에
놓여있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앞서 다룬 바와 같
이 인간이란 서로의 도움 없이는 신이 원하는 형태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지만, 동시에 그 어떤 다른 동물과도 달리 같은 종(種)을 해치고자 하는 성향
이 강한 동물인 것이다.

그 어떠한 동물도 인간보다 더 사납거나 제어되지 않고, 사회의 평온을 해치는 악덕(惡德)에 경도
되는 경향이 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도 늘 함께 존재하는 음식과 성(性)에 대한 욕망을 제
외하더라도, 인간은 짐승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악덕들에 의하여 자극되는데, 예를 들어 필요
이상의 여분의 것들에 대한 충족될 일 없는 욕망, 그리고 최악의 것으로 야망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나
아가 받은 가해에 대하여 너무나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기억과 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증대되는 복수
에 대한 열망도 있다. 또 무한하게 다양한 종류의 취향과 욕망, 그리고 자신의 기호(嗜好)를 높이 들어
올리고자 하는 각자의 완고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종(種)에 대한 흉포함에 미친 듯이
즐거워하기에, 사람의 살아가는 상황 안에서 당하는 해악의 대부분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러
므로 가부(家父)들이 자연적인 자유를 버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내려온 참되고 우선적인 이유
는 인간을 위협하는 인간이라는 해악에 대항하여 그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왜냐하
면 지고지선한 신(神)의 다음으로 인간을 가장 도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고, 이와 동등한 정도의 해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장이 없다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먹어치울 것이다’라는
말을 격언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인간의 악의와 그 대책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했다. 그러나 인간들
이 국가를 통하여 상호간의 가해로부터 안전해지도록 질서가 잡힌 이후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
게로 산출되는 이익들을 보다 풍요롭게 누리게 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는데, 예를 들
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다 호의적인 습속들이 몸에 배게 되었고 사람의 삶을 부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들을 발견하고 육성하게 되었다.137)
즉 국가는 내재된 자신의 본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추구되거나 신의 계획
에 합치되는 보다 고차원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에게 부과한 자연법의 계명을 보다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택하
게 되는 수단이자 결과이다. 소규모 사회에서 제한된 수의 인간이 살아가는
137) DOH, II.v.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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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국가 이전의 공동체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자연법이 요구하는 바
를 만족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맺어지는 관계가 보다 복잡해지고 그 구성원들이 여러 측면에
서 부딪히기에 이르자 단순히 자연법에 대한 존중이나 신에 대한 두려움 혹
은 양심의 가책만으로는 인간들이 스스로를 규율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인간의 악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이외에 그 어
떠한 수단도 불충분하였기에 인간들은 국가를, 다시 말해 자연법의 의무를
현실적인 힘으로 강요할 수 있는 어떠한 단일한 인공적인 의지를 만들게 되
었던 것이다. 결국 국가는 자신과 그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
간들의 상호적인 ‘두려움’(metus)에 근원하고 있는 인공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루터파의 세속 인간사회에 대한 기본관점과 조
응하는 것이다.

(2) 국가의 형성 과정

1)

다수(多數)의 필요성

인간이 사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국가를 구성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으므
로, 다음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가이다.
다른 공동체들과 동일하게 국가 또한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전자와 달리 후자는 ‘상당한 다수의
인간들의 연합’

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를

138)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간의 악의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
이라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다수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목적은 동일할지라도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은 여럿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은 제각각 다른 성향과 견해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므로 오히려 다수
라는 요건은 무엇이 공동체에 옳은 결정인지를 합의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138) DOH, II.v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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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버릴 수도 있다. 나아가 설사 특정 수단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을지라도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강제하는 힘이 없을 경우에 인간의 나태함과 힘
든 일에 대한 기피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더더욱 지난하게 만든다. 푸펜도
르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각자가 자신의 의지를 한 명 혹은 하나의 협의체에 굴복시키는 것 외에 많은 이들의 의지를
통일시키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이후에는 그 한 명 또는 하나의 협의
체가 공동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개개인의 그리고 전체의 의지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가 자신들의 힘에 대한 감독을 넘긴 바로 그 자가 원하
는 대로 전체와 개개인이 자신들의 힘을 바치는 식으로 서로를 구속하는 것 외에, 전체로부터 두려움
받아 마땅할 만큼의 권능이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수립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의지와 힘 양쪽 모두 통일된다면, 그 때야 마침내 인간 다수는 가장 강한 단체[corpus],
즉 국가[civitas]로 변하게 된다.139)
§

5

§

6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가족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에서
더 이상 필요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만큼 다수의 인간이 모이게 되면 그들
은 인간의 악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오히려
다수이기에 이러한 국가 형성의 작업이 난항을 겪기 마련이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개개인이 자신의 힘을 단일한 주체, 즉 ‘주권자(主權者)’
에게 제공한 후, 그로부터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명령권에 ‘신민(臣民)’으로서
복종할 것을 계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의 본질은 공동체 내의 최고 권력
이자 명령권이다. 이는 다시 말해 그 행사에 있어서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모든 실정법 또한 주권자가 스스로의 권능으로써 공포하는
것이므로 주권자 자신은 구속되지 않는다.

140)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푸펜도

르프의 사회계약론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홉스는 푸펜도르
프보다 일찍이 이와 유사한 논리를 구성하여 국가의 형성을 설명한 바 있었

139) DOH, II.vi.5-6.
140) K. Luig, "Pufendorfs Lehre von der Wirksamkeit des Staates und das Privatrecht", Samuel
Pufendorf und seine Wirkungen bis auf die heutige Zeit (hrsg. B. Geyer/H. Goerlich,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6),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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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이론 사이의 차이점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
다.

개의 협약(pactum)과 1개의 결정(decretum)

2) 2

푸펜도르프는 우선 국가의 성립이 총

3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하

고 있다.

우선 자연적인 자유에 놓였다고 이해되어지는 많은 자들이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모였을 때,
그들 사이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단일하고 영속적인 단체[coetus]로 연합하고, 그들의 안녕과 안
전에 대한 수단을 공동의 협의와 통솔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은 것인데, 한 마디로 그들
은 상호간 동료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협약 이후에는 어떠한 정부의 형태
가 도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중략) 정부의 형태에 관한 결정 이후,
초기 국가의 정부가 맡겨지게 되는 그 혹은 그들이 결정될 때 또 다른 협약이 필요하다: 이 협약을 통
하여 그들은 공동의 안전과 안녕을 돌보도록, 나머지 이들은 그들에게 복종을 제공하도록 자기 자신
을 구속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만인은 그들의 의지를 그 또는 그의 의지에 복속시키며, 동시에 공동
의 방어를 위하여 스스로의 힘의 사용과 적용을 그 또는 그들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이 협약이 제대로
시행될 때에서야 드디어 완전하고 통례적인 국가가 나타난다.
§

7

§

8

§

9

141)

즉 푸펜도르프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협약
과 하나의 결정(decretum)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우선 제1의 협약에

(pactum)

서 자연 상태에 놓인 개인, 특히 가부(家父)에 해당하는 자들은 함께 모여 상
호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개개인들과 국가의 기초가 되는 원시적
공동체를 형성할 것에 합의한다(singuli

cum

singulis).

이를 통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주권자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어떠한 수단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주권자에게 구성원들에 대한 최고 명령권(summum

imperium)

을 부여할 것

에 동의한다. 이는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 모두를 포섭해야 하며, 만약

141) DOH, II.vi.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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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곧 생성될 국가가 포섭하는 인적 범위 밖에
위치하게 된다.
제1협약에 이어서 그들은 설립될 국가가 취할 정부의 형태를 결정해야만 하
는데, 이 점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공동의 안녕을 위한 그 어떠한 바도 꾸준
히 이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푸펜도르프는 왕정·귀족정·민주정 등의
전통적인 분류 모두가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정부의 구체적
형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별도로 설정한 점은 푸펜도르프의 이론에 존재하는
특징 중 하나로서, 이는 정치적 결정권이 통합된 최고 권력으로서의 주권 그
자체와 이러한 주권이 행사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분리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 구속되
고자 원하는 것은 정치적 협약으로 인하여 탄생하는 주권이라는 인공물에 대
해서지 어떤 특정한 정부 형태가 아니었기에,

142)

유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143)

각각의 정부 형태는 그 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

지는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협약의 체결과 함께 국가는 최종적으로 설립되기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 모든 이들은 새로이 창설된 주권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명령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며, 그 대신 국가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
한다.

144)

따라서 이는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쌍방적인 계약

이었다.

3)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국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설립된 국가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
142) I. Hunter, op. cit., p.190.
143) 이에 대해서는 DOH, II.viii 참조.
144) 정치적 지배권을 계약을 통하여 정당화 한다는 이론은 기본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근원
적인 지배관계의 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군주가 절대적 권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
론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종교 전쟁의 상흔(傷痕)이 여전히 남아있던 상황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 이론은 절대주의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국가
의 권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D. Grimm, "Der Staat in der kontinental-europäischen
Tradition", Recht und Staat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Frankfurt, 1987),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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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까. 그에 대하여 푸펜도르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는 하나의 위격체[位格體, persona]로서 인식되고, 다른 모든 개별 인간으로부터
하나의 이름으로 구별되고 식별된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의 고유한 권리들과 재산을 가지는데 이는
최고의 명령권을 지닌 자, 즉 국가의 정권이 맡겨진 자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다수, 심지어 그들 전
체도 그것에 손을 댈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는 합성된 법인격으로서 정의되고, 다수의 협약에 의하여
엮기고 단일하게 된 그의 의지는 만인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렇기에 개개인들의 힘
과 능력을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145)
즉 국가는 스스로를 구성하는 단위인 개개인과는 물론, 이러한 개인들을 통
치하는 군주와도 구별되는 법인격이다. 여기서 ‘합성된 법인격’이라고 의역된
부분의 라틴어 원어는

‘persona

moralis

인데, 이를 직역하면 ‘합성

composita’

된 사회적 위격체’라는 뜻이 되어 오늘날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국가 법인
격과는 일견 다른 의미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미를 보다 올바르게 이
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을 설명하는

의 개소를 참조할 필요가 있

DJN

다.

146)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entia moralia]는 실체[substantia]와의 유비(類比) 관계에서 파악될 경우
사회적 위격체[personae morales]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인간 개인이거나 어떠한 사회적 연결고리를 통
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된 여러 명일 수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종사하는 신분과 직무가 함
께 고려된다. 사회적 위격체는 단일하거나[simplices] 합성된 것[compositae]이다. (중략) 합성된 사
회적 위격체는 여러 명의 개인들이 하나로 모여, 그 연합체의 힘으로 의도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단일
한 의지와 단일한 행위로서 여겨지고 다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략) 따
라서 인간들이 무언가를 의도하거나 행할 때 우리는 자연인의 수만큼 구별되는 의지와 행위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 그들이 모여서 합성된 사회적 위격체를 구성한다면 비록 다수의 자연인들이 이에 동원
될지라도 그들은 그저 단일한 의지만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단일한
행동으로서 구성된다.
§

12

§

13

147)

145) DOH, II.vi.10.
146) DOH와는 달리, persona moralis composita를 ‘합성된 도덕적 인간’이라고 직역하고 있지만 그
라틴어 원어는 DOH의 ‘복합적 법인격’으로 번역된 부분과 동일하다,
147) DJN, I.i.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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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가 인간 개인에게 부과될 경우 그는 단일한 법인격
이며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직무에 따라 의무가 부과된다. 반면 다수의 개인
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하나의 연합체에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가 의미를 부여
하는 경우 이는 그 구성원들 개개인으로부터는 독립된 단일한 의지로서 존재
하며, 여기에는 푸펜도르프의 사회계약론에서 제1협약을 통해 구성되는 공동
체와 제2협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립되는 국가가 모두 해당되었다. 이는 오
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법인격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구성을 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
었다.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은 과연 개개인이 계약을 통하여 구성
하는 공동체에 그 구성원과는 독립되는 인격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
데 이는 계약의 기본 법리를 거의 대부분 로마법에서 차용하고 있던 당대의
학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로 다가왔다.
먼저 로마의 법체계에서 사인(私人)들의 단체란 본래 법인격을 결여하고 있
는 존재였다.

148)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은

위하여 맺는 계약인 조합(組合,

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2

이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조합원들

societas)

사이에서만 권리·의무가 발생했고 더욱이 외부에 대하여는 대리능력이 없었
기에, 각각의 조합원이 개인으로서 외부인을 상대해야만 했고 나아가 그러한
외부인과의 관계는 그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어 조합원 전체에 대해서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149)

결국 로마법에서 조합이란 그 단체성보다도 개인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제도였기에, 하나의 단체를 통하여 그 구성원들이 대표되
는 사회계약 이론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 구성원의
자격 또한 원칙적으로는 상속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전
까지는 구성원의 사망이나 두격감소(頭格減少)

(caputis

혹은 파산으로 인하여 조합은 해체되기까지 했다.

150)

deminutio,

신분변동)

따라서 푸펜도르프의

이론에서와 같이 개개인들이 계약을 통하여 형성하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
148) 최병조,『로마법강의』(박영사, 1999), 313면.
149) 현승종,『로마法』(일조각, 1997), 155면.
150) F. Schultz, Principles of Roman Law (Oxford, 1956),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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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독립된 별개의 인격으로서 다시 주권자와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로마법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반면 ‘국가’의 독립된 법인격은 기타 사적 단체들과 달리 로마법에서도 인정
되고 있었다. 로마의 법률가들은 공법적인 단체에서는 그 내부 구성원들의
변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실제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국가로서의 로마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까지 인정하고 있었다.

151)

그리고 이

러한 법인격 관념은 중세 이후로도 계속되어, 그로티우스와 같은 경우도 자
신의 저서에서 이와 관련된 로마 법학자들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152)

그러나 국가의 독립된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선 로마법은 사법(ius

과 공법(ius

privatum)

이 구별되는

publicum)

체계였다. 그러나 국가를 제외한, 예를 들어 속주의 지방 도시와 같은 공적
단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법적 원리와 절차 안에 편입되어갔지만 국가
만큼은 계속적으로 엄격한 공·사간의 구별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자연인과
동일한 사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식되지는 않았다. 국가로서의 로마는
그 자신의 명칭인

populus

Romanus

에서도 드러나듯이 단지 그 국민들의 총

체였고, 국가의 모든 자산은 공공의 자산이었으므로 ‘국가의 사적인 재산’이
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던 것이다.

153)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 구성 아

래에서는 비록 국가의 독립된 인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동일한
자연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또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며, 더 나아가 계약의 당
사자로서도 등장하는 근대적 자연법의 체계와는 조화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푸펜도르프를 포함한

17

세기의 법학자들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

하고 또 단체에 그 개별 구성원과는 독립된 인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논리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푸펜도르프는 실체로서의 인
간, 즉 자연인(自然人)과 구별되는 용어로서 ‘사회적 위격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는데, 이는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인 자연인에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가
151) M. Kaser, Das Roemische Privatrecht (C.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55),
pp.259-260.
152) DJB, II.ix.iii. [참조: 최병조, “로마法學에 있어서의 哲學的 論議 -Alfenus D.5.1.76의 해석을 중
심으로-” (西洋古典學硏究 창간호, 1987.10), 85면.]
153) M. Kaser, op. cit.,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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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부여한 것이었으며, 그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통하여 그는 합성된 법
인격이라는 이름 아래 단체의 주체성을 인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
구성은 법이 물질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 존재하
는 것이며, 특히 사회적인 측면(푸펜도르프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
태)이 강조되는 것이므로 가능해질 수 있었다.

154)

즉 푸펜도르프에게 사회적

인 인간이란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므로, 국
가 또한 그 구성원인 국민들과는 구별되는 법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해결책은 푸펜도르프의 국가론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만약 국가의 구성원
들이 정부의 형태로서 민주정을 선택할 경우 결국 사회계약의 양 당사자가
동일인이 되어버린다는 모순점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민중을 대표하는 소수
의 의원들과 나머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로 파악하여 이를 다수와 소수간의
계약으로 이론 구성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사회계약을 맺는 당사자들
중 한쪽에는 인민 전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155)

그러나 국가에게 개별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은 비록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가 동일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론 구성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민주정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 최고 명령권을 행사
하면서 그 본래 목적인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이상 이는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 구성원들은 다른 정치체제에서
와 마찬가지로 단지 신민으로서의 복종의 의무만을 지는 것이 가능해졌다.

4)

홉스의 국가론과의 비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가가 형성되었다면, 이후 순서상 논의되어야 할
바는 그러한 국가 내에서 주권자와 신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154) J.W. Gough, The Social Contract: A Crtical Study of its Development (Clarendon Press,
1957), p.122.
155) Ibid.,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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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에 대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다루기에 앞서, 푸펜도르프의 지금까
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를 홉스의 국가론과 비교한다.
양쪽은 모두 인간이 개개인의 힘으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를 형성
하고 단일한 주권자에 복종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보는 점에서
얼핏 보기에는 유사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푸펜도르
프는 자신의 이론에서 오히려 홉스적인 색채를 제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홉스(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와 유사한 스피노자)의 자연법과 사회계약
론은 당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그만큼 반발을 일으켰기에
푸펜도르프로서는 자신의 입장을 그와 대비시켜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
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푸펜도르프 자신도 그의 이론이 홉스에 가까운 주
장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았기에, 이에 대해 반박할 필요성 또한 있었다. 따라
서 푸펜도르프와 홉스의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푸펜도르프가 그리는 국가상의 보다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홉스에 따르면 의무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의 자
연 상태에서 인간은 그 어떠한 규범에도 구속받지 않으면서, 또 원하는 바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선천적인 권리를 지닌 존재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오로지 타인에게, 보다 정확히는 주권자에게 복속되어 있을 때에만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156)

푸펜도르프는 우선 이 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다. 개개의 인간들이 모여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와 주권자를
탄생시킨다는 주장은 그들이 우선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만
한다. 즉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책무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개념이 선
결되어있지 않는 이상, 사회계약에 의해 개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책무가
어떻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푸펜도르프는 홉스의
자연 상태를 그 어떠한 책무를 부과하는 윤리적인 규범이 배제되어 있는 상
태로 인식하였고, 책무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6) G. Hartung, "Vertragstheorie und Konstruktion der Souveraenitaet bei Samuel Pufendorf",
Naturrecht und Staatstheorie bei Samuel Pufendorf, (hrsg. D. Huening, Nomos, 2009),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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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이 형성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보았다. 물론 홉스의 이론에서도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되는 주권자의 힘이 그 구성원들에게 책무를 강요하였
다는 식의 설명은 가능했다. 이는 다시 말해 구성원들이 주권자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책무를 준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또한
푸펜도르프에게는 수용될 수 없었다.

인간이 책무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다
양한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규범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왜냐하면 행
위자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단일한 행동 방식으로 구속된 곳에서, 자유 행위를 찾는다는 것은 헛된 일
이고, 규범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맞추지도 못하는 자에게 규범을 명한다는 것도 부질없는 일
이기 때문이다. (중략) 따라서 결론적으로 상급자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시된 규범을 인지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자가 책무를 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다.157)
푸펜도르프는 인간에게 책무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필
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해악
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이를 준수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닌가? 비록 외부
적인 강제력이 존재할지언정, 특정 규범에 맞추어서 행위할 것을 선택하였다
는 점에서 전적으로 자유의지가 박탈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홉스는 이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 발현의 하나라고 보는 듯하지만, 푸펜도르
프는 반대한다.

홉스] 그러나 비록 의지 그 자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자발적인 행동의 시작점에 불과

[

하고 (우리는 자발적일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하였거나
동의한 것이 결코 아닐지언정,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의지에 복속시키는 자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대한 권리를 그 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나머지 자들 또한 그리 한다면 그들이 복종하는 자는 공포
(Terror)를 통하여 개별 인간의 의지를 합일시키고 조화를 이룰 힘을 지니게 된다.
158)

푸펜도르프] 강요 아래에서 당하거나 행한 일에 대하여서는 이로부터의 회피나 도망이 스스로의

[

157) DOH, I.ii.4.
158) De Cive, V.viii.

- 78 -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는 전제 아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강요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경
우를 말하는데, (1) 더 강한 당사자의 폭력으로 우리의 지체가 무엇을 행하게 되거나 당했을 경우와 (2)
더 권력 있는 자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움직이거나 이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어떠한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한(그리고 즉시 그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타인에게 가해질 해를 스스로 감수할 것이 의무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강제를 부과한 자가 범죄의 주동자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행위에 대
하여 살인에 쓰인 검이나 도끼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159)
결국 홉스와 푸펜도르프는 모두 계약이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맺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그 자발성의 범위에
있어서 푸펜도르프는 홉스에 비하여 더 좁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푸펜도르프가 이러한 이론 구성을 취한 이유 중 하나는, 만약 두려움만이 인
간을 의무에 복속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역으로 그 두려움이 극복가능해질
때 신민이 국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160)

다시 말해 푸펜도르프는 홉스의 이론을 따를 경우 자연 상태에서 존

재하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시민 사회에까지 끌고 들어옴으로 인하여 구성
원의 안전 보호라는 국가 성립 최대의 목적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홉스와 푸펜도르프 사이에는 위의 내용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차이점
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선 홉스는 국가가 사회성의 필요에 의하여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익 추구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강한
자가 획득하게 되는 것이며,

161)

나머지 인간들은 시민 사회 안으로 편입되면

서 자신의 선천적 권리인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양도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러한 홉스의 계약은 주권자와 신민들 사이의 쌍무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홉스에게 있어서 사회계약이란 오직 한 가지만 존재했으며, 그 계약의
당사자들 또한 주권자와 신민들이 아니었고, 신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연권
을 제3자인 주권자에게 넘기기로 하는 합의였다. 홉스가 이런 방식으로 이론
159) DOH, I.i.24.
160) M. Nutkiewicz, op. cit., p.194.
161) I. Hunter, op. cit.,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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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한 가장 큰 이유는 만약 사회계약을 주권자와 신민이 쌍무적인 의무
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볼 경우, 신민들은 주권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주권자에게 넘겨준 자신의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을 따를 경우에는 주권자가 구성원
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지라도 신민들이 주권자에게 복종할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푸펜도르프는 이러한 논리 구성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우선
신민들이 서로 간의 합의로 주권자에게 복종할 것을 계약했다고 해서 반란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구성원들 중

인이 주권자의 명령에 복

1

종하지 않을 경우, 홉스의 사회계약에 의하더라도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의
무를 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

1

인의 계약 위반을 근거로 자신들

또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권자와 신민 사이
에 쌍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해서 반드시 반란을 정당화시
켜주는 것도 아니다. 푸펜도르프에 의하면 애초에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협약과 한 개의 결정을 통하여 개개인이 스스로의 의사를 통치자의 그
것에 복속시키고, 통치자가 공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바에 자
신의 힘을 바치기로 합의하는 것을 통하여 ‘창설’되는 것이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미 지니고 있던 바를 주권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었다.

162)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에게는 필요한 바를 입법하여 타인에게 명하거나 자신
을 해치고자 하는 타인을 벌할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63)

설사 통치자가

합의 내용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되찾는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푸펜도르프에 의하면 자연 상태의 개개인들은 복종과 보호라
는 쌍무적인 의무를 지닌 채로 국가라는 별개의 법인격을 탄생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주권자의 합법적인 권력과 신민의 의무가 정확하게 서로 상응하는
것을 뜻하고, 주권자가 정당하게 명령하는 것 중에서 신민이 정당하게 거부
할 수 있는 바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권자가 자신의 의무
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악용할 경우에 신민에게는 반란을 일으킬, 다시 말
162) J. Tully, op. cit., p.xxxiii.
163) DOH, II.xii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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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러한 부당한 명령에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다루어보도록 하자.

(3) 저항권의 인정 가능성

1)

저항권에 대한 푸펜도르프의 입장

푸펜도르프의 국가론을 살펴볼 경우 우리는 비록 푸펜도르프가 명시적으로
신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쌍무계약의 형태를 취한 이상 이
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국민
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그 자체가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고 명령권이 악(惡)을, 다시 말해 죽기 마련인 자들이 서로를 위협하는 것을 배척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그 명령권은 바로 인간들에게 맡겨져야만 했고, 그들 또한 분명 상호간
해를 끼치도록 자극하는 악습(vitium)으로부터 면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64)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신민의 저항 가능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그 동일한 명령권은 무구속적[ἀνυπεύθυνος]인데, 이는 다른 말로는 만약 그가 남에게
이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 그 명목으로 마치 상급자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은 인적(人的) 형벌이나 징계
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 어떠한 인간에게도 [국사(國事) 운영을] 해명해야 할 의무에 구
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최고 명령권은 인간이나 시민의 법과 같은 것들
에 비해서 우월하므로 이들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들은 그 기원과 같이
그 지속 또한 최고 명령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 명령권이 이들에 종속되는 것은 가
능하지 않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자가 그 자신에 대하여 우월할 것이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최고 명령권자가 법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시민들에게 명하였고, 그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또한 해당
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것들 대하여 스스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또 법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데 이
§

2

§

3

164) DJN, VII.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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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고 명령권은 특별한 신성함[sanctimonium]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의 정
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혹함 또한 마치 올곧은 아이들이 부모의 괴팍함
을 견디어 내듯이 시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어 내어야만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무자비한
불의로 협박해 올지라도, 개개인은 비록 가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부모인 이에게 칼을
뽑을 바에는 차라리 도피를 강구하거나 혹은 그 화(禍)가 아무리 크더라도 인내하고자 할 것이다.165)
§

4

위와 같은 결론은 언뜻 보기에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국가를 형성시
키는 사회 계약이 쌍무적인 것이라면 주권자와 신민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되
기에, 신민이 이를 어길 경우 주권자가 그를 벌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주
권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신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
적 귀결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권자가 공포하는 모든 실정법은 그 구
속적 효력이 신이 명한 자연법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므로, 만약 하위법인
주권자의 실정법이 상위법인 신의 자연법에 어긋나게 된다면 비록 저항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 저항할 ‘권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

‘

다.

166)

이러한 부분의 해명을 위하여 푸펜도르프는 주권자와 신민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의 형태를 마치 부모와 자식 간, 혹은 주인과 노예 간
에 존재하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와 유사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주권자만이 공동의 보호를 위해서 무엇이 옳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를 결정할 수 있는데 반해 신민에게는 이러한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비
록 책무는 쌍방적일지언정 복종 관계는 일방적이므로 신민에게는 주권자의
권위에 도전할 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67)

그러므로 주권자가

아닌 신민 개개인은 주권자의 명령이 적합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그로
부터 자신이 복종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생각건대 이러한 설명에도 모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입
장을 검토해보자. 이는 다음 중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하나는 상당수의
165) DOH, II.ix.2-4.
166) H. Welzel, op. cit., p.57.
167) J. Tully, op. cit., p.x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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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개인은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으나, 애매한 부분이나 구
성원들끼리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할 권리가 주권자에
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애초에 어디까지가
개인적 판단의 영역인지에 대한 범위가 부정확하고 그 결정 여부가 자의적일
수 있기에 일반 이론으로서 성립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다른 한 가지의
해석 방법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국가 내에서 존재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이
러한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엇이 법인지 또 무엇이 옳은지는 전
적으로 주권자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홉스식의 논리이다.

168)

하지만

이러한 해석 방법도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푸펜도르프는 자연 상태에
서의 인간에게는 자연법의 계명을 이성을 통하여 인식함으로써 무엇이 법이
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법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설사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
아서 이를 충실히 따르는 이가 적다할지라도 특정 행위가 그 규범이 명하는
바에 상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이 인간 개인에게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연법이 명하는 대로 사회성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이 국
가의 탄생 이후 주권자에 대한 복종과 함께 사라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 자체가 자연법이 인간에게 명
하는 바이기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반박은, 주권을 지닌 통치자가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남용할 경우 그에 대한 복종은 개개인의 삶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라는 자연법의 목적과 처음부터 모순된다는 점에서 받아들
일 수 없다.

2)

최고 명령권에 대한 통제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주권자가 신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즉 국민의 사후적인 저항

168) De Cive, X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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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사전에 제도적인 통제로써 주권자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은 가능
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인간의 판단은 잘못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이토록 많은 자유 안에서는 더더욱 그의 의
지가 나쁜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쉬우므로, 어떤 국민들에게는 그 명령권의 행사를 특정한 한계로 제
한하는 것이 사려 깊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왕위를 넘길 때 명령권에 속하는 권한들에 대한 관리
를 규율하는 특정한 법률들에다가 왕을 속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사
전에 결정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할 때에는, 인민 또는 회합에 소집된 그들의 대표들이 사전 동의
하지 않으면 수행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원했는데, 이는 왕국의 안녕을 소홀히 할 사소한 기회조차 왕
에게 주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169)
다시 말해 국가와 이를 통해 형성된 최고 명령권이 비록 인간의 서로에 대
한 악의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을지라도 이를 행사하는
자도 결국에는 동일하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푸펜도르프는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 ‘최고’ 명령권이 반드시 ‘절대적’ 명령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170)

홉스의 입장과

171)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푸펜도르프는

이러한 견제 장치, 즉 처음부터 명령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설정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인민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등의 행위
에 대하여 그것의 옳고 그름이나 필요성 여부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그는 그
저 가능성을 열어두기만 하는 부분에서 논의를 멈추고 있는데, 이는 명령권
에 대한 견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역으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
된다.

172)

그렇다면 제도적 장치를 통한 사전(事前) 견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후 저

169) DOH, II.ix.6.
170) M.J. Seidler, "'Turkish Judgement' and the English Revolution: Pufendorf on the Right of
Resistance", Samuel Pufendorf und die europaeische Fruehaufklarung (Akademie Verlag,
1996), p.92.
171) De Cive, XI.vi./ Leviathan, Part 1, Chapter 18.
172) C.L. Carr, "Editor's Introduction", The Political Writings of Samuel Pufendorf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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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체계에서 아예 인정될 수 없는 것일까. 비록
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DOH

에서는 신민이 통치자에 대해 저항할

DJN

수 있는 유일한 예외로서 그 통치자가 폭군인 경우를 들고 있다. 마치 주인
의 부당하고 극단적인 폭력에 노예가 저항할 수 있듯이, 신민들 또한 자기
방어의 원리에 의한 저항으로 새로운 통치자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3)

에서는 신민의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는 군주에 대해서는

DHR

무력에 의한 저항까지 긍정하고 있으므로,

174)

홉스와 비교할 때 푸펜도르프

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도, 어차피 주권자와 신민 사이
의 관계를 쌍무적으로 보고 있는 푸펜도르프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의무에 구속되어 있기에, 한 쪽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더 간결하고 명확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푸펜도르프는 이와 같은 형식을 고집하였
을까. 이는 푸펜도르프가 비록 방법론적으로는 다를지언정 근본적으로 홉스
와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또한

17

세기 유럽의 종교적·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면서, 군주의 정치적 권력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베스트팔렌 조약 이
후의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또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불
안정한 평화 속에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지닌 군주
가 전쟁을 대비하며 국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보았기에,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러한 군주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수는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푸펜도르프의 생애동안 그가 종사했던 군주
들은 계몽전제군주의 시초라 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기에 폭군으로서 배척되
어야 할 필요성을 적게 느꼈을 것이라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었으리라 생각된
다. 결론적으로 푸펜도르프의 저항권 인정 여부에 대한 이론은 그 자신의 사
회계약론으로부터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을 따르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바꾸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73) DJN, VII.viii.7.
174) DHR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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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 명령권자와 신민의 관계

(1) 서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는 대략적으로

DOH

제2권의 전반부(제1장에서 제10

장까지)에 해당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들이 어떻게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제2권의 후반부(제11장에서 제18장까지)는 이
렇게 형성된 국가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보다 정확히
는 최고 명령권자와 신민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논의에 할애되어 있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푸펜도르프의 이론에 따라 형성된 국가 내부의 모습
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하며, 이는 결국 최고 명령권을 지닌 자와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신민이 상호간에 어떠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DOH

제2권의 편제를 살펴보면 푸펜도르프는 그 무게 중심을 신민이 아니

라 최고 명령권자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제11장의 제목
은 최고 명령권자의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2장부터 제17장까지는 각
각 그 권력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그에 반해 신민
의 의무는 최종장인 제18장에서만 다루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푸
펜도르프의 서술 방식은 어찌 보면 그의 국가론이 도달하게 되는 당연한 결
론이었다. 앞서 저항권과 관련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민의 가장 기
본적이고 동시에 핵심적인 의무는 주권자에 대한 복종이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저항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그만큼 최고 명령권자
에게는 많은 권한과 결정권이 주어져 있었다. 따라서 애초에 사람들이 국가
를 세우게 된 목적에 충실하게 최고 명령권이 행사되도록 하고, 나아가 최고
명령권자가 폭군으로서 신민을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민보다도 최
고 명령권자의 기능과 의무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각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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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로 검토해본다.

(2) 최고 명령권자의 의무

1)

개요

푸펜도르프는 제11장에서 최고 명령권자의 의무 일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계명이 국가가 구성된 목적과 최고 명령권
의 기능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다.

175)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제1계명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최고 명령권자들의 일반 규범은 다음과 같다: 인민의 안녕(安寧)이 최고의 법이다[salus populi
suprema lex est]. 왜냐하면 명령권은 국가가 세워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 명령권자들은 국가에 이롭지 않은 것은 자신들에게도 사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믿어야
만 한다.
176)

푸펜도르프의 국가론 안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
여 최고 명령권자에게 개개인의 힘의 행사를 맡기며 그에게 복종할 것을 약
속했다. 따라서 이러한 신민의 안녕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자는 바로 최고 명령권자이고, 신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오로지 공동
체 안에서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을 통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명령권자에게는 신민의 반(反)사회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그들의 사회성을 함
양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마치 아버지에게 자식을 올바르게 훈육할 의무
가 있듯이 군주에게는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계몽군주사상
과도 연결되는 논리였다. 즉 푸펜도르프의 이론 안에서 최고 명령권자는 단
지 신민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내부의 치안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의
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
175) DOH, II.xi.1.
176) DOH, II.x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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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 결과 신민에게 인정되는 자유의 영역은 최고 명령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만 제한되기에 이른다. 푸펜도르프의 이러한 입장은 비록

에서

DOH

원칙으로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2권의 후반부에는 이러한 사상이 내
포된 주장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77)

2)

국가 법률에 대하여

푸펜도르프의 국가 법률(lex

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 법률

civilis)

은 시민에 대한 최고 명령권자의 결정이자 시민이 그들의 삶을 영위함에 있
어 무엇을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지를 규율하는 규범이며, 이는 최고 명
령권이 지니는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178)

최고 명령권자가 행사

하는 여러 권능 중에서도 입법권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선 논의로부터 자연법을 포함한 모든 법들은 상급자인 입법자의 의
지로부터 비롯되는 규범이므로, 그 의지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경우 법 자체
에 대한 선악의 가치 판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푸펜도르프의 주장에 대하
여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국가 법률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는 법실
증주의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일까. 자연법의 경우에는 신이 전지전능하며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인식 가능한 진리였으므로, 신으로
부터 비롯되는 자연법 또한 선한 것으로서 인간을 구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명령권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의하여 그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고, 그의 의지가 곧 법이라면 시민은 그 법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이 그저 복종할 의무만이 주어진다. 따라서 푸펜도르프가 법에 대
하여 이와 같은 주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상 이러한 논란은 피할 수 없
을 것이다. 우선은 푸펜도르프가 최고 명령권자의 입법 의무와 국가 법률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ad commodum rei publicae]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한 국가 법률에 의하여 그 어
177) DOH, II.xi.4·9·11·12/ II.xiii.8/ II.xv.2/ II.xviii.3·4.
178) DOH, II.x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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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것도 명령되어서는 안 되지만, 시민들이 자연법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것이 시민의 삶에 있어서
의 품위와 평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유익하므로, 최고 명령권자는 이것에 국가 법률의 힘과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최고 명령권자는 자연법에 국가 법률의 힘을 부여하는 것을 통하여 시
민의 삶에서의 덕성[honestas]을 보존할 수 있다.
179)

자연법의 많은 계명들은 불확정적이고 그 적용이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시민법은
국가의 품위와 평온의 관점에서 이러한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시간[tempus]·방식[modus]·장소[locus]·주
체[persona]를 지정하며, 기타 상황들을 규정하고, 또 때로는 인간들로 하여금 이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시민법은 또한 자연법에서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들은 비록 자신의 사적 견해가 이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를지라도 이러한 설명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
180)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푸펜도르프에게 있어서 시민법이란 단지 최고 명령
권자의 자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부과한 자연법을 보다 구체적
으로 규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록 그의 자연법 이론이
주의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명에 절대적으로 선
한 신으로부터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그로부터 파생되는 인간의 실정법 또
한 이러한 규범에 구속되는 것이었고, 결국 법실증주의와는 구별되는 입장이
었다. 그러나 위의 설명은 최고 명령권자의 법이 악법일 경우에도 복종할 필
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 놓여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실증주의의 정의가 법을 입법권을 지닌 자의 의지로 보고, 존재로서 주어
진 실정법의 규범에 대하여 그 이상의 당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181)

푸

펜도르프는 법실증주의자가 아니었다. 그의 이론 안에서 실정법은 신으로부
터 기원하는 자연법을 구체화시킨 규범이자 여기에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
하는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최고 명령권자의 의지만으로 설
명될 수 없었으며, 신이 인간에게 부과한 자연법 그 자체를 통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고 명령권자가 이러한 자연법
179) DOH, II.xii.3.
180) DOH, II.xii.6.
181) W. Friedmann, op. cit.,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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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명에 반하는 실정법을 입법할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
제였다. 이는 분명히 정당성이 결여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신민이 복종의무로
인하여 구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푸펜도르
프는 앞서 저항권과 관련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한다면 실정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법이 신법(神法)[ius divinum]에 노골적으로 반하지 않는 이상 시민들은 이를 따라야 하는데, 이
는 마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연법 그 자체에 의하여 확립된 내재적
인 의무에 의한 것이고, 그 자연법의 계명 안에는 정당한 명령권자에 복종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182)

이러한 푸펜도르프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저항권을 부정하는 그 이론이 지
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기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
겠다.

3)

종교에 대하여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푸펜도르프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종파
대립이 세속 정치의 영역에 끼칠 수 있는 혼란과 불안정성을 우려하였기에
이러한 신학적 문제를 가능한 한 자신의 국가론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동시에 국가 안에서 종교의 역할을 최소화한다거
나, 신이 인간의 현실 생활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격하시켰다는 결론
으로 이끌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결국 푸펜도르프는 국가와 종교의 관
계를 어떻게 설정하고자 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우선
그의 자연법 체계 안에서의 인간과 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DOH

의 제1권은 인간의 의무 일반에 대하여 논하면서 그 안에는 신에 대한 의무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서술한다.

182) DOH, II.xi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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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으로부터 인간에게 지워지는 의무들의 구분은, 그것이 행사되는 대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고려로부터 이는 세 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분리된다. 이 중
첫 번째가 교시하는 것은 어떻게 올바른 이성의 명령만을 가지고 어떤 이가 신에 대하여 처신해야 하
는지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자신에 대해서 처신해야 하는지이며, 세 번째는 어떻게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처신해야 하는지이다. 비록 다른 인간들과 관련된 자연법의 계명들은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초로서 밑에 깔았던 사회성으로부터 도출되지만 창조주인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도 또한 간
접적으로 그로부터 추론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다른 인간들에 대한 의무의 궁극적인 확고함이 종
교와 신령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기에 신앙심으로써 채워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또한 사회적
이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러하다. 그리고 단지 이성만으로는 종교 안에서 그 종교가 현세에서의 평온
함과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만큼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종교가 영혼
의 구원에 힘을 쓰는 한, 고유한 신적 계시로부터 나오기에 그러하다.
183)

제1권의 제4장에서는 이를 보다 상술하고 있다. 푸펜도르프는 신이 분명 존
재하며

184)

인간을 포함한 세상사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185)

그리고 그가

전지전능하고 선한 존재이므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명한다는 점을 인
정하면서,

186)

나아가 인간의 삶에 종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자연적인 자유 안에서 만약 성스러운 신령자[divinum Numen]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한다면, 그 누
구라도 스스로의 힘을 자신하는 순간 그는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상대로 원하는 그 무엇이든 행하려
할 것이며, 덕성[honestas]·염치[pudor]·신의[fides]를 그저 공허한 단어로만 취급할 것이고, 스스로의 약
함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다면 옳은 일을 할 그 어떠한 동기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종교가 사라진다면
국가의 내부적인 결속 또한 영구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현세에서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는 시민들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상급자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게 하거나, 그 영광을 유지
하게 하거나 혹은 자연 상태의 불행함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최고 명령권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
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종교가 없을 경우에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강요될 수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qui mori scit, cogi nescit]는 말이 참이기 때문이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죽음 이상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고, 이를 경멸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자는 명령권자에
183)
184)
185)
186)

DOH,
DOH,
DOH,
DOH,

I.iii.13.
I.iv.2.
I.iv.4.
I.i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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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다. (중략) 무신론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배척하고 그 확장을 막는
것이 인류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명백해진다.
187)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귀결은 무엇일까. 국가 내에서 최고 명령권
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
는 일반적인 의무를 보다 완전하게 이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그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는 이러한 종교를 보호하고 또 육성할 의무도 포
함된다. 비록

DOH

안에서는 이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설명하고 있지

는 않지만, 이러한 그의 입장은 후기의 저작인
난다.

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

DHR

188)

은 국가가 형성된 목적이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DHR

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의 일부로서 주
권자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부터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는 국가가 종교를 위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
며, 인간이 보다 편하게 종교를 고안하거나 이에 전념하기 위하여 시민 사회 안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
라는 것이다. (중략) 따라서 국가는 종교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부터, 가부(家父)들
이 스스로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복속하였을 때에 마치 그들이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국가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과 재산을 바친 것처럼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최고 명령권에 바친 것은 아니
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중략) 그리고 만약 최고 명령권을 지닌 자가 이와 같이 그 명령권을 확장하고
자 하는 경우, 의심의 여지없이 그는 자신의 권능의 한계를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명령
을 거절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민들에게 그 어떠한 해악을 가한다면, 이는 명령권의 정당한 행사
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부당하고(iniusto), 적대적이며(hostili), 포악하다고(tyrannico) 여겨져야
만 한다.
189)

187) DOH, I.iv.9.
188) DHR이 집필된 배경 사건은 1685년에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의한 낭트 칙령의 폐지였다. 이는 프
랑스 내의 칼뱅파인 위그노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으므로 유럽 전역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서 항
의를 불러일으켰고, 푸펜도르프는 또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DHR을 1687년에 출판하기에 이른다.
[참조: S. Zurbuchen, "Introduction", Of the Nature and Qualification of Religion in Reference
to Civil Society (translated by J. Crull, Liberty Fund, 2002), p.x.]
189) DHR,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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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에서도 살펴본 이유로부터 국가는 종교 그 자체를 옹호

DOH

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최고 명령권자는 종교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 신민들이 무신론이나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
무가 있었다.

190)

즉 최고 명령권자는 한 편으로는 국가 구성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올바른 종교를 보호하고
장려해야만 했다. 그러나 만약 신앙의 자유가 인정된다면 국가 구성원에게는
신을 믿지 않을 자유 혹은 기독교의 신 이외의 신을 믿을 자유 또한 인정될
수 있을까. 푸펜도르프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정한다.

그러나 내가 마치 모든 종류의 이단[haeresis]이나 방종[licentia]을 권장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면, 이는
내가 의도한 바와는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하나의 국가 안에는 하나의 믿음[fides]과 종교[religio]를 돌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추구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성경에 담
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완전히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191)

그리고 이렇게 국가 안에서 하나의 종교가 받아들여진다면 군주에게는 원칙
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까지 보호해줄 의무가 없었다.

192)

하지만 이러

한 결론은 지금까지의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과 상충하는 것으로도 보인
다. 그는 자신의 국가론에서 개개인의 서로 다른 믿음이 세속 정치의 영역에
관여하여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왔고 따라서 자연법을 도덕
신학으로부터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 정립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위
의 개소와 같이 군주에게 하나의 신앙을 선택할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모
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펜도르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해두었다. 즉 군주의 이러한 행위
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그
에게는 신앙의 차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190) DHR, 7.
191) DHR, 49.
192) DHR,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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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따금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의 수가 적지 않아서 우리 국가가 현저하게 축소되지 않
고서는 이들을 추방할 수 없거나, 또는 이들이 다른 국가에 정착하는 것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3)

그리고 이러한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
다.

만약 그들[다른 종교를 지닌 이들]이 국가에 처음 받아들여질 때 자신들의 자유가 약속되었던 때,
혹은 이후에 어떤 공적인 협약[conventionibus]이나 포고[edictis] 혹은 근본 법률들[legibus fundamentalibus]
이나 칙령[capitulationibus]으로 인하여 획득하였을 경우라면 군주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만 한
다.
194)

물론 군주와 다른 신앙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기독교의 교리에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신앙이어야 했으며, 또 군주가 이러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경우
에는 그들 또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면서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
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위그노들과 같이 낭트 칙령에 의해 적법하
게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던 이들을 탄압하는 것은 주권자의 정당한 권한을
넘는 행위였으며, 군주의 이러한 탄압과 강요에 대하여 신민들에게는 심지어
힘으로(vis) 저항할 권리까지 허용되었다.

195)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형성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개인이 자신의 힘을
최고 명령권자에게 양도할 때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최고 명령권자는 국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를 육
성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게는 특정 신앙을 선택하고 신민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믿음을 따를 것을 명할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이러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목적 자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
193) DHR, 50.
194) DHR, 50.
195) DHR, 52.

- 94 -

있었고, 또 만약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다른 신앙을 지닌 자들이 공동체 내에
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권한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푸펜도르프는 국가와 종교의 문제 또한 스스로의 자연법적 국가론의 테두리
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비록 그 한계는 분명 있을지라도
해당 국가의 종교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최고 명령권자의 권한 범위 내
에 속하는 사항임을 의미했다.

(3) 시민의 의무

의 제2권 제18장은 시민의 의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푸펜도르프

DOH

는 우선 시민의 의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시민의 의무는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것이다. 전자는 시민에 대한 명령권에 복종됨으로 인한 공통된
책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후자는 최고 명령권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부과된 특정한 직분이나 기능
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196)

시민의 특수한 의무에 대하여 푸펜도르프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더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고 명령권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국가 관
료, 공적으로 임명된 사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을 교육하는 의무를 담당
하는 자,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 군인과 외교관, 그리고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시민의 일반적 의무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은 동료 시민들에 대한 것이다. 이는 각각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존경하고 충성
을 바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국가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는 스스
로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또 동료 시민들과는 평
화롭고 우애롭게 살아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에서 최고 명령권자의 의무를 다루

DOH

196) DOH, II.xvi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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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로부터 푸펜
도르프가 국가의 무게 중심을 피치자가 아니라 통치자의 역할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아직까지 제후통감(Fuerstenspiegel)류의 정
치 문헌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자연법적 국가론의 적용

1)

서

이제 끝으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적 국가론을 검증을 겸하여 직접 그가 살
았던

17

세기의 현실에 결부시켜 검토해보기로 한다. 당대의 실제 국가의 모

습을 그의 이론을 통하여 바라보는 작업을 거침으로써 그의 국가론에 대한
이해가 보다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는

과

DJN

DOH

이외의 저서들에도 눈길을 돌려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신성
로마제국의 당시 상황에 대한 푸펜도르프의 분석을 담은

DSI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 검토

2) DSI

36

세 때인

1667

년에

Severinus

de

라는 필명으로 출판된

Monzambano

DSI

는 푸펜도르프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재직했을 때 집필되었던 책
이다. 따라서 이는

1660

년의

와

EJU

년의

1672

DJN

사이에 놓인 초기 저작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볼 경우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이 당시에 이
미 상당부분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 주된 내용은

DSI

동시에 신성로마제국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과 신성로마제국 자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기에, 이는 출판되자마자 찬반양론에 의하여 유럽 사회에 크
나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때문에 제국 내에서 유통이 금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미

년에는

1710

만부 이상이 유통되었다고 전해진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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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는 신성로마제국이 어떻게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DSI

위하여 우선 그 역사적인 근원을 살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제1장에서
는 제국의 기원을 프랑크 족으로부터 찾고 있다. 따라서 신성로마제국이 그
이름과는 달리 로마 제국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제국의 이
전’(translatio

관념을 부정한다.

imperii)

이로부터도 드러나듯이, 독일 왕국[regnum Germanorum]이 옛 로마 제국의 자리를 계승하여 현재에
까지 이르러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는 유치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는 로마에
자리 잡았던 그 제국은 독일이 하나의 왕국이 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파괴되었었다.
198)

이러한 주장은 로마 제국과의 연속성 위에 놓여있다는 신성로마제국의 역사
적 정통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따를 경우 종교적인 의
미에서도 제국은 더 이상 기독교 세계(보다 정확히는 로마 가톨릭 세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난

중

상당수는

세베리누스(즉

DSI

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비

푸펜도르프)에게

제국에

대한

애국심

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푸펜도르

(Reichspatriositismus)

프는 이에 대하여 자신이

DSI

를 집필한 목적은 오히려 베스트팔렌 체제를

옹호하고 독일 영방들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199)

다시 말해 신성로마제국이 스스로를 잘못 인식하고 있을 경우, 그

존재 목적에 따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는 데 진정으로 장애가 되는 것이 무
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는 논리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제국 내부의 여러 신분 계층을 검토하면서, 그들이 어
떻게 형성되고 또 어떠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제국 내에서 황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가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고, 푸펜도르
프는 이어지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이에 관해 상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6장에
197) M.J. Seidler, "Introduction", The Present State of Germany (translated by E. Bohun,
Liberty Fund, 2007), p.xiii.
198) DSI, I.14.
199) M.J. Seidler, op. cit., p.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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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적 공동체들
과는 달리, 제국의 국체(國體)를 왕정·귀족정·민주정의 틀로 설명하려는 기존
의 이론들을 비판한다. 이는 그 세 가지 중 하나의 단일한 형태는 물론, 이들
의 제한되거나 혼합된 형태로도 제국의 복잡한 구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이었다. 푸펜도르프의 이론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구성원
들에게 행사되는 최고 명령권이었고, 따라서 국가의 분류는 그것이 어떠한
정부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최고 명령권을 행사하
는지, 보다 정확히는 최고 명령권이 주권자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
산되어 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논의를 우리는

에서

DOH

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형태는 정상적(regulares)이거나 비정상적(irregulares)이다. 최고 명령권이 하나의 주체
안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는 분리되거나 변화되는 일 없이, 단일한 의지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의 모든
부분들과 사안들에 대한 것을 자기 자신이 관리한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는 비정상적인 국
가의 형태가 된다.
200)

이는 다시 말해 최고 명령권이 군주의 손에 속하는지 아니면 귀족 회의나
인민 대표들의 손에 속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저 국가를 이끌
어나가는 단일한 주체의 손에 주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정상
적인 국가일 경우 국가는 그 자신의 목적인 개개인의 보호나 인간 생활의 불
안정함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반해 비정상적인 국가 안에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201)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신성로마

제국은 비정상적이었으며 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국가였다. 오히려 푸
펜도르프에게 제국이란 국가라기보다는 키메라와 같은 일종의 정치적 복합체
로 보였기에, 그의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한 이하의 문구였다.

200) DOH, II.viii.2.
201) DJN, VII.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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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

에서 가장 유명

이제 다음과 같은 바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데, 즉 독일은 비정
상적인 단체[corpus]이고, 시민들의 지식 척도에 따라 검증할 경우 마치 괴물과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monstro simile].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황제의 게으른 경솔함[facilitatem]과 영주들의 야망
[ambitonem], 그리고 성직자들의 동요[turbulentiam]에 의하여 정상적인 국가로부터 그릇된 형태로 만들
어지고 타락된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외관은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이제는 제한된 형태의 국가도 혹은
다수의 국가들이 모인 연합의 단체나 체계도 아니며, 단지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는 존재일 뿐이다.
202)

비록 푸펜도르프가 사용한

이라는 용어가 당대에는 오늘날이 의

monstrum

미하는 ‘괴물’보다는 약한 표현이었다고 할지라도

203)

제국의 집정자들을 분노

케 하기에는 충분히 강한 표현이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해서인지
는 동일한 내용이

에서

DOH

보다 순화되어 나타난다.

DSI

비정상적인 국가[respublica irregularis]란 국가의 본질을 이루는 그 결합체가 그리 완벽하게 포착되지
는 않는 국가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통치에 내재하는 병리현상이나 결함의 척도로 인해서가 아니
라 공법(公法)이나 관례를 통하여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국가이다. 그러나 올바른 형태
[rectitudo]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한할 수 있기에, 비정상적인 국가도 특정하고 확정된 유형을 확립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성질은 하나 내지 두 가지 예로써 명백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가
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 안에서 의회와 인민의 양쪽 모두가 공적 사안에 대해서 최고 권한을 가
지고 처리하면서 그 어느 쪽도 다른 쪽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는 어떤 왕국에서
귀족[procer]의 권한이 왕성하여 오직 동등하지 않은 동맹자로서만 왕에게 종속되는 경우이다.
204)

그러나 비록 표현은 달라졌을지언정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결
국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적 국가론의 관점에 따를 경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단일한 주권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신민은 그에 복종해야 했다. 푸펜도르프
의 이론에서 정치적 공동체는 각각의 개별 의지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러한 단일 의지가 그 공동체에 숨결을 불어넣
는 것이며, 의지의 단일성은 결국 최고 명령권의 단일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202) DSI, VI.9.
203) M.J. Seidler, op. cit., p.xviii.
204) DOH, II.vii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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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205)

따라서 마치 인간이 단일한 의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개인

으로서 인정될 수 있듯이 국가 또한 단일한 의지, 즉 단일 주체에게 주권이
귀속되어야 그 인격이 정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의 신성로마제국이라는 존재는 훗날 볼테르(Voltaire,

1694-1778)

가 표현하듯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닌’, 그저 어중간한 존재에 불과

‘

했었다.

206)

그에게 있어 신성로마제국이란 통일성을 지닌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라기보다는 차라리 국가들의 연합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그나마 그 연합
조차도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독일제국의 상태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가능한 지적은 이것이 다수의 국가들이 이룬
조직이며, 그 연합[foedus] 안에서 하나의 제후[Princeps] 혹은 영도자[Dux]가 나머지 국가들보다 두드러
져서 왕[Rex]의 옷을 입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동체[corpus]는 가혹한 질병에 의해 공격당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도록 한다.
207)

이러한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제7장에서 설명이 계속된다. 신성로마
제국은 비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설사 이를 단일한 주권을
지닌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들의 연합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연합체 자체가 분열되고 서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잠재된 힘이
기타 유럽 국가들이나 오스만 제국에 비하여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에 비해 약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푸펜도르프는

DSI

의 마지

막 장인 제8장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우선 그는 신성로마
제국의 개혁이나 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릴 결론에 대한 근본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독일 제국의 기형적
Scattola, "Pufendorf und die Tradition der Mischverfassung", Naturrecht und
Staatstheorie bei Samuel Pufendorf, (hrsg. D. Huening, Nomos, 2009), p.108.

205) M.

206) M.J. Seidler, op. cit., p.xxvii.
207) DSI, V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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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pravitatem status Germaniae]는 너무나도 단단하므로 국가 전체가 파괴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왕
국의 상태로 되돌려질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국가들이 연합체로서 결성된 조직과 매우 유사하
므로, 스스로의 보존을 위해 가장 안전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에 대하여 정치
학자들이 일러주는 바를 준수하는 것이다.
208)

푸펜도르프의 다른 저술들인

이나

DJN

209)

에서도

DOH

210)

드러나듯이, 왕정·

귀족정·민주정의 정부 형태를 지닌 국가에서도 최고 명령권이 어떻게 행사되
느냐에 따라 건전하다고도, 혹은 병들고 부패하였다고도 설명된다. 그리고 이
러한 질병이나 부패는 인적인 결함이나, 국가 자체의 제도적인 결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병리현상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국가의 형태나 종류를 고안해 낼 필요는 없다고 푸펜도르프는 밝힌
다. 따라서 국가가 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정형화된 국체
를 지닌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무리하게 일정한 형태를 유지
하려다 국가 설립의 목적 자체가 침해되는 경우라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에서의 이러한 결론은 당시 적극적으로 확장 정책을 추구하던 프랑스의

DSI

루이

세에 대한 현실적 우려로부터도 비롯된 것이었다. 푸펜도르프는 당시

14

의 상황으로는 개별 제국영토의 안전은 오로지 현 제국의 법적 틀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평화가 위협받는 당시 상황에서
황제 중심의 왕정이나 지방 영주들 중심의 귀족정으로의 변화를 택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일으켜 구성원들의 안전을 해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의 결론은 제국의 비정상적인 주권 귀속 형태를 불가피
하게나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8)
209)
210)
211)

211)

DSI, VIII.4.
DJN, VII.v.10.
DOH, II.viii.5.
P. Schroeder, "Reichsverfassung und Souveraenitaet bei Samuel Pufendorf", Naturrecht und
Staatstheorie bei Samuel Pufendorf, (hrsg. D. Huening, Nomos, 2009),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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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이 연구는 푸펜도르프가 유럽의 법과 정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
다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그의 자연법적 국가론을 그의 시대적 맥락과
그가 추구한 목적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 성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
다.
우선 푸펜도르프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
음, 그 결과로부터 신이 인간에게 의도한 규범이 어떠한 것인가를 역으로 추
론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자연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
른 인간과 사회를 이루고 협동하여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이러한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바를 연
역적으로 도출하여, 결국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구성한다
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푸펜도르프는 그의 국가론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것일까.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적 국가론이 종
파 간의 대립으로부터 세속의 정치 영역을 분리시키는 작업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신의 존재 혹은 자연법의 신에 대한 의존성 자체를 부정하고자 했던 것
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자연법이 다루는 분야를 현세에서의 삶에 국한시켜
서, 내세에 대한 구원을 논의하는 계시 신학적인 가르침에서 독립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푸펜도르프는 스콜라 학파를 포함한 기존의 이론들을
대체하면서도 동시에 종교 전쟁 이후의 현실 상황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
는 새로운 자연법 이론을 구성하는 일에 몰두했으며, 그 해답으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그의 국가론 체계였다. 그 결과 통치권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의
도움 없이도 그 자체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고, 그 행사의 옳고
그름을 재단하고자 하는 신학적·윤리적 도덕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
었다. 반면에 역으로 개인의 믿음 또한 법이 개입하지 않는 자유 영역에 머
무름으로 인하여 신앙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었다.
그의 이론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우선 그의 이론은 적지 않은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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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모든 비판들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자연법 체계는 이전의 사상들과 구
별되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다. 비아커의 말을 빌리면, 푸펜도르프는 중세의
사상가들과 근대 자연법학의 선구자들의 지적 성과를 독립적이면서도 세속적
인 자연법의 영역으로 체계화시킨 학자였다.

212)

특히 자연법에 기초한 그의

국가론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이 직접 살았던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란 과연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어떠한 속성을 지
니고 있으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 힘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정당
화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통일된 의지를 지닌 강한 국가야말로 자연 상태
의 인간들의 끊임없는 분쟁을 종식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었다. 푸펜도르프는 국가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
는 법과 정치에 대한 객관적인 이론이 부재할 경우, 해당 정치적 공동체 내
의 권력 투쟁과 종교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푸펜도르
프는 국가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기 나름의 자연법 체계를 정리하여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가장 우선적인 목
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적 국가론은 그로티우스나 홉스의 이론으로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못했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17

세기 유럽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였고,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그
로티우스와 홉스 사이의 단순한 중간점이 아니라 정·반·합을 이루는 변증법
적 관계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다.

213)

212) F. Wieacker, op. cit., p.312.
213) G. Hartung, op. cit.,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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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7세기

유럽의

주요

사건들

및

푸펜도르프의

생애

연표] 214)

1603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사후 제임스 1세 영국 왕위에 오름

1604

카를 9세 스웨덴 왕위에 오름

1608

독일 프로테스탄트 연방 형성

1609

독일 가톨릭 동맹 형성/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의 휴전 종료, 전쟁 재

개
1610

프랑스의 앙리 4세 암살, 루이

1618

프라하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반란을 계기로 보헤미아 전쟁 발발,

13

세 왕위에 오름
년

30

전쟁의 시작
1620

빌라 호라(Bílá

hora)

전투에서 가톨릭 세력의 승리로 프로테스탄트 연

방 해체
1625

프랑스에서 위그노 반란/찰스

1

세가 영국의 왕위에 오름/덴마크의 크

리스티앙 4세가 독일 내 프로테스탄트들의 지도자로서
1629

30

년 전쟁에 참전

가톨릭 세력에 패한 이후, 덴마크는 뤼벡(Luebeck) 협정을 맺고 독일에

서 철수
1630

-1632
1635

스웨덴의 구스타브 2세가 프로테스탄트들을 지지하며

년 전쟁에 참전

30

작센 지방의 캠니츠에서 루터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남
뇌르트링겐(Nordlingen) 전투로 스웨덴 세력 위축, 프랑스가 스웨덴의

동맹으로서

년 전쟁에 참전

30

1640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프러시아의 대(大) 선제후 자리에 오름

1642

영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의 내전 발발

214) Twist C, Timetables of History, Random House Reference, 2008 참조. 이탈릭체로 작성된 부
분은 푸펜도르프의 생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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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베스트팔리아 조약으로

1649

영국의 찰스 1세 처형

30

년 전쟁 종결

루터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라이프치히(Leipzig) 대학 입학. 인문학·

-1650

자연과학·법학에 접하면서 관심을 키워나가게 됨.
1653

크롬웰이 영국의 호국경으로 취임

1655

스웨덴의 폴란드 침공, 노르웨이·덴마크·러시아가 스웨덴에 선전포고

석사 학위를 위하여 예나(Jena) 대학에 입학. 수학자 바이겔(E.

-1656

Weigel)

과 함께 지내며 자연법과 도덕철학을 공부
1658

로스킬레(Roskilde) 협정으로 스웨덴·폴란드 전쟁 종결, 그러나 스웨덴

이 같은 해 덴마크를 재공격

스웨덴의 외교관으로서 독일에서 활동하던 코예트(P.J.

-1658

를 따라

Coyet)

아들의 가정교사로서 덴마크로 이주.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
자 투옥되었으며, 감옥에서

<Elementorum

Jurisprudentiae

Universalis

Libri

만국법요론)을 집필

Duo>(
-1659

석방 후 코에트 가(家)를 따라 홀란드로 이주. 후고 그로티우스의 아들

인 페터 그로티우스를 통해 팔츠(Pfalz) 선제후 카를 루드비히를 소개받게 되
고

를 그에게 헌정

EJU

1660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영국에 왕정 부활

1661

프랑스의 재상 마자랭의 죽음으로 루이

-1661

14

세가 본격적으로 왕권을 행사

카를 루드비히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 고전학

및 국제법 교수로서 취임
1665

-1670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에 전쟁 발발

스웨덴의 왕, 카를

11

세로부터 룬트(Lund) 대학의 자연법·만민법 전임

교수 자리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함
1672

프랑스의 루이

14

세에 의한 네덜란드 침공, 스웨덴은 프랑스의 동맹으

로 참전
-1672

<De Jure Naturae et

Gentium>(

자연법과 만민법)을 카를

하여 출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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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에게 헌정

의 요약판인

-1673 DJN

를 룬트 대학의 총장에게 헌정하여 출간

DOH

1674

독일황제, 프랑스에 대하여 선전포고

1675

덴마크·노르웨이, 프랑스에 대하여 선전포고

-1677

덴마크 군대가 룬트를 점령하자 스톡홀름으로 이주. 카를

11

세 밑에서

추밀고문관·국무장관·왕립 사관(史官)으로서 활동
1678

네이메헌(Nijmegen) 화약으로 프랑스·네덜란드·독일·스페인 사이의 전

쟁 종결
1685
1686

루이

14

세에 의한 낭트(Nantes) 칙령 폐지

독일의 군주들이 프랑스를 상대로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동맹을

형성
1688

3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통하여 가톨릭 교도였던 제임스

2

세 퇴위, 윌리엄

세가 왕위에 오름

-1688

1686

년에 브란덴부르크의 대(大) 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초대를

받고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그와 그의 아들인 프리드리히 3세 아래에서 추밀
고문관 및 자문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활동
1689

-1694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에 합류

카를

세로부터 남작 작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스웨덴에 방문하나 독

11

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망
1697

라이스윅(Ryswick) 조약에 의해 프랑스와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사이의

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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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D e

Of f icio

의 발췌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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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Officio의 목차

*

서문**

제1권
제1장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
제2장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규범, 또는 법규 일반에 관하여
제3장 자연법에 관하여
제4장 신(神)에 대한 인간의 의무, 혹은 자연 종교에 관하여
제5장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제6장 인간 개개인의 다른 인간들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그리고 첫 번째로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제7장 인간의 선천적인 평등함을 인식하는 일에 관하여
제8장 인류의 공통된 의무에 관하여
제9장 합의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의무에 관하여
제10장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의무에 관하여
제11장 맹세에 있어서의 의무에 관하여
제12장 사물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의무에 관하여
제13장 소유권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관하여
제14장 가치에 관하여
제15장 사물의 가치를 전제하는 계약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무에 관하여
제16장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들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17장 해석에 관하여

* 기준이 된 판본은 [De Officio Hominis et Civis Juxta Legem Naturalem Libri II, Cantabrigiae:
Ex Officina Joan Hayes, 1682]임
** 번역된 부분은 진한 글씨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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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1장 자연 상태 속의 인간에 관하여
제2장 결혼에서의 의무에 관하여
제3장 부모와 자식의 의무에 관하여
제4장 주인과 노예의 의무에 관하여
제5장 국가를 구성하고자 하는 충동적인 이유에 관하여
제6장 국가의 내부적인 구조에 관하여
제7장 최고 명령권의 역할에 관하여
제8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제9장 시민 명령권의 성질에 관하여
제10장 명령권, 특히 군주의 명령권 획득에 관하여
제11장 최고 명령권자의 의무에 관하여
제12장 특히 시민법에 관하여
제13장 생사(生死)에 대한 권한에 관하여
제14장 명예에 관하여
제15장 국가 내의 재산에 대한 최고 명령권의 권능에 관하여
제16장 전쟁과 평화에 관하여
제17장 조약에 관하여
제18장 시민의 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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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전략]

1)

[

I.

인간이 그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즉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삶에

서 행해야 하는 바와[honestum] 그것이 그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바
[turpe]

에 대하여 가지는 지식에는 세 가지 근원이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

가 없는데, 이성의 빛과 시민법과 신의 특정한 계시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
째로부터 인간의 가장 공통된 의무, 특히 그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사회를
이루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sociabilis] 의무가 나오고, 두 번째로부터는 개별
적이고 특정된 국가[civitas]에서 시민으로 사는 자의 의무가 나오며, 세 번째
로부터는 기독교인의 의무가 나온다.

따라서 세 가지의 특징적 분과학문(discipline)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만국에
공통된 자연법의 분과학문이며,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종족이 나누어진 국가
의 실제 숫자만큼, 또는 아마도 그 숫자만큼의 종류를 지니는 개별 국가들의
시민법의 분과학문이다. 세 번째 분과학문은 도덕 신학이라고 불리며, 우리
신앙의 신조들을 설명하는 신학과 구별되어진다.

II.

각각의 분과학문들에는 그 자신의 원리와 상응하는 교의(敎義)를 증명하는

스스로의 방법이 존재한다. 자연법에서는 무언가가 인간의 사회성[socialitas]
에 필수적이라고 올바른 이성으로부터 추론되기 때문에 행해져야 한다고 단
언된다. 시민법의 계율에 대한 궁극적인 근원은 입법가가 그것들을 부과하였
다는 점에 있다. 도덕 신학자가 근거로 인용할 수 있는 최후의 부분은 성경
에 신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III.

시민법의 분과학문은 자연법을 더 일반적인 분과학문으로 전제한다. 그러

1) 푸펜도르프 본인이 집필한 <의무론>의 서문에서 본서의 본문 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가장 앞의 몇 문
단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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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법 안에 자연법이 침묵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후자가 전자와 모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이성
의 범위를 넘어선 성스러운 계시를 기초로 어떤 것이 가르쳐졌고 그 이유로
자연법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분과학문들 사이에 서로 모순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상상하거나 이 분과학문들이 서로를 비판한다고 여기
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동일하게, 자연법의 분과학문이 이성을 바탕
으로 한 탐구 끝에 결과로 받아들이는 어떠한 입장은 단지 그 이유로 그 동
일한 주제에 대한 성경의 더 명백한 가르침에 결코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것들은 단지 별개로[abstrahendo] 형성되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자연법의 분
과학문에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지식과는 별개로, 이성적 사고만으
로 도달할 수 있는 최초의 인간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의 그 어떤 상태에 대
한 개념을 형성한다. 이를 성경이 그 상태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검은 의도이자 순수한 악의이다.

1)

자연법과 시민법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지만,
자연법과 도덕 신학 사이의 경계를 고정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그들이 가장
달라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로 보인다. 나는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할 것이다. 물론 나는 마치 내가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특권이 보장된 것과 같은 교황의 권위를 빌어 말하는 것이 아니며, 마치 신
으로부터 보내진 꿈들이나 기이한 깨달음에 근거를 둔 비이성적인 본능에 의
하여 영감을 받은 것 또한 아니다. 나는 그저 스스로의 재능이 허용하는 한
그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을 장식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개인으로서 이야기하
는 것이다. 나는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로부터 개선(改善)을 위한 의견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있고 스스로 취한 입장을 재검토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마찬가지로 미다스(Midas)를 흉내 내며 그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하여 경
솔하게 뛰어들고자 하는 비판가들이나 파이두르스(Phaedrus)가 ‘뛰면서 빙글
빙글 돌며 게으름에 바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땀을 흘리고, 항상 무언가를

1) Horace, Satires(풍자시),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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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다하지는 못하며, 그들 자신에게는 고통이자 다른 이들
에게는 굉장한 골칫거리’라고 재치 있게 표현한 아르데리온(Ardeliones)의 부
족과도 같은 자들에게 할애할 시간은 없다.

IV.

1.

각각의 분과학문을 서로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첫 번째 차이점은 그들

이 스스로의 교의(敎義)를 도출하는 서로 다른 근원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의 결론에 따르면 성경에 의하여 우
리에게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무언가가 명해진다면,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이성 그 자체로 파악할 수 없다면, 이는 자연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올바르게
도덕 신학에 속한다.

V.

2.

나아가 신학에서 법은 거기에 성스러운 약속이 부가된 것으로 파악하

며, 인간과 신 사이에 특정한 언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것은 이성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신으로부터의 특별한 계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자연법은
이 고찰방식으로부터 별개이다.

VI.

3.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자연법의 분과학문 영역은 이승의 범위로 한정

되어 있으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
게 한다[hanc

vitam

cum

aliis

sociabilem

exigere

debeat].

이에 반해 도덕

신학은 기독교를 믿는 인간을 교화하고 그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 그의 신앙에 따른 내세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므로, 그가
이곳에서 단지 이방인이나 순례자로 살아가는 반면

1)

그는 천국에서의 시민

권[politeuma]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실제로 불멸성에 대하여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갈구하고 격하
게 스스로의 파괴를 거부하기에, 많은 이교도들의 국가에서 영혼이 몸으로부
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선한 이에게는 좋은 결과, 나쁜 이에게

1) 빌립보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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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쁜 결과가 가져다질 것이라는 믿음이 탄생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이러
한 문제에 대하여 사람의 정신이 완전히 그리고 확고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
은 오로지 신의 말씀으로부터만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법권이 내세로까지 미치지는 않기에 자연법의 교시는 오직 인간의 법정에
서만 유효하다. 그것들은 실제로 많은 일들에 있어서 신의 법정에 적용되기
는 하지만 이는 신학의 영역이기에 완전히 그릇되게 적용된 것이다.

VII.

4.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인간의 법정이 오로지 인간의 외부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숨겨진 바나 외부적인 결과나 표지를 초래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듯이, 자연법
또한 대부분 인간의 외부 행위를 형성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다.
반면에 도덕 신학에 있어 인간의 외부 행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주된 과제는 그 정신과 내부적인 의도를 신의 의지에 따르도
록 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옳을지언정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을 비난한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의 법정에서 재
판되고 처벌되어지는 행위에 대한 논의가 세네카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률의
영역 너머에 있는’

1)

것들에 관한 논의에 비하여 적은 것이리라. 이 점은 성

경이 가르치는 미덕과 계명을 상세하게 공부한 자들에게 있어 명백하다. 그
러나 도덕 신학은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 생활에서의 선함을 장려하는
데, 실제 기독교적 미덕 또한 다른 것들만큼이나 인간의 마음으로 하여금 사
회성의 경향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하게 만약 당신이 반란을 선
동하고 시민 생활을 어지럽히는 자를 본다면, 당신은 기독교가 그의 입에는
머무를지언정 실제로 그의 마음을 관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VIII.

내 견해에는 이 기초로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자연법과 도덕 신학 사이

를 구별하는 실제 경계가 명백해진다. 또한 자연법이 참된 신학의 교의와 반

1) Seneca, De ira(노여움에 대해서),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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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명백해지며, 자연법은 그저 이성만으로는 탐구되어질
수 없는 특정한 종교적 교의와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의 분과학문에 의할 경우 인간을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악한
욕망으로 가득 찬 동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해진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
신 안의 다루기 힘들고 일탈된 욕망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둔하지는 않지
만, 성경으로부터의 깨달음 없이는 이러한 욕망의 반란이 최초의 인간의 잘
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
과 자연법은 이성이 닿지 못하는 곳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법을 인간
의 타락하지 않은 본성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는 십계명

1)

그 자체의 많은 계명들이 소극적인 방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당연하게도 인간
의 본성을 타락한 것으로 여김으로 인하여 더욱 더 확실해진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계명은 분명히 인간이 다신론과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전
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지니고 신에 대한
지식이 명료한 인간이 있고, 따라서 그는 신의 (말하자면) 친숙한 계시를 누
리고 있다고 가정하자. 나는 그가 그의 마음속에서 참된 신 대신에 그가 숭
배하기를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또는 그가 만든 무언가에 신성
함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교의
신들을 믿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

그대는 그

대의 창조자이자 그대를 둘러싼 우주를 창조한 신을 사랑하고 경애하고 숭배
하라”라는 간단하고 적극적인 명령이 그에게 있어서는 충분할 것이다. 동일
한 것이 십계명 중 두 번째에도 유효하다. 만약 그가 주님과 그의 자애로운
선함을 명백하게 인식하였고, 사악한 욕망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신이
그에게 준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라면, 신의 이름을 함부로
1) [역자 주] 십계명의 주 내용에 대한 번역은 기독교의 종파마다 다르다. 따라서 푸펜도르프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가 파악한 십계명의 정확한 내용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 나오듯이 푸
펜도르프는 십계명의 두 번째를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이
곳에서 다루는 십계명은 루터파와 가톨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십계명임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3)주일
을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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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지 말라는 것이 어째서 소극적 명령으로 금지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가
어찌 그렇게 대단히 제정신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단지 신의 이름에 영광
을 바치라는 적극적 명령을 통하여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그에게 충분하였을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인
간의 타락한 본성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기에 양쪽 상태 모두에 적용
이 가능하므로 경우가 다르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나머지 계명
들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명백해진다. 신에 의하여 최초로 창조된 인간에
게는 그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되었고, 어차피 그는 본성에 따라
그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에게 죽이지 말라
는 계명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
왔음에도 아직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에게?

1)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

게는 강력한 소극적 명령이 필요하다. 사랑 대신에 너무나도 많은 증오가 세
상에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상당수의 사람들이 순연한 질투나 타인의 재
산을 침탈하려는 욕망으로 인하여 무고한 자들 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이자
자신에게 은덕(恩德)을 베푼 자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
한 이들은 저 경건한 양심을 나타내는

만약 신이 원하신다면”이라는 구(句)

“

를 그들 자신의 사납게 날뛰는 영혼의 야만적이고 경솔한 충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부부들이
서로를 열정적이고 꾸밈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았다면,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
는 명시적인 명령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또는 탐욕도 궁핍도 없고, 타
인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재산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면
도둑질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또는 자신을 위한 명성과 영광
을 얻기 위하여 타인을 상스럽고 역겨운 중상으로 더럽히는 자가 아직 없었
다면 위증을 금할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타키투스의 말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

아직 사악한 욕정이 없었던 최초의 인간은 죄와 범죄 없이

삶을 살았고, 따라서 처벌과 벌칙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선한 도덕에 반하
는 그 무엇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를 통하여 무언가가 금지되지도 않

1) 로마서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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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1)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타락하지 않은 본성의 상태라면 법은 달라졌을 것인가 아니면 동일했
을 것인가? 이에 대한 짧은 답은 법의 핵심 원칙은 양쪽 상태에 모두 동일하
지만, 많은 특정한 명령들이 인간 상태의 차이로 인하여 달라졌을 것이다. 달
리 표현하자면, 동일한 법의 핵심원칙이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자가 살고 있
는 서로 다른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그러나 모순되지는 않는) 계명으로 전
개되어져야만 한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법의 핵심원칙을 두 가지 항목으로 줄이셨다: 신을 사
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2)

인간의 타락한 상태는 물론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항목들로부터 자연법 전체가 도출되어질 수 있다(단 인간의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연법과 도덕 신학 사이에 구별이 거의 없거나
사실상 동일하다). 왜냐하면 자연법의 기초가 된 사회성 또한 이웃에 대한 사
랑으로 손쉽게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명으로 내려갈
경우, 적극적 계명과 소극적 계명 양자 모두와 관련된 중요한 차이가 자연스
럽게 나타난다.

우리의 현재 상황 안에서, 원시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상당량의 적극적
명령이 존재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인류가 지고한 행
복을 누리던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낯설었던 가난이나 죽음 없이는 이해되어질 수 없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재 자연법의 계명 중에서 매매에 있어 상
대방을 속이지 말라, 거짓된 자나 저울이나 도량형을 사용하지 말라, 합의된
시기에 빌린 돈을 갚아라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인류가
죄 없이 계속되었다면 우리가 현재 행하는 상업의 종류가 행해졌을지, 그리
1) Tacitus, Annals(연대기), 3.26.
2) 마태복음 2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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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돈의 사용이 있었을지에 관한 문제를 아직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았다. 이
와 유사하게 만약 지금 존재하는 국가의 모습이 순수의 상태에서는 설 자리
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국가의 존재와 그 안에 담긴 정부의 힘을 전제하는
계명 또한 설 곳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연법에 의하여 가난한 자
들을 돕고, 부당한 재앙이 내려진 자를 부조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볼 것이
명해진다. 그럼에도 가난, 결핍 그리고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계명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자연법은 또한 잘못을 용서하고 평화를
이룰 것을 명하지만, 사회성의 법에 반하여 죄를 짓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의미하다.

동일한 바가 또한 지금 현 상태의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에 의존하는 소극
적인 명령들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누군가에게 명한다면 그 자체로 그는 사랑과 부합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이
웃에게 가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처럼 비록 모든 적극적인 명령은 그 반대의
금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악한 욕망도 이를
충동질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금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솔론이 그 어떠한 아들도 실제로 부모
살해를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한 결과,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공법률로 부
과하는 것을 거부한 예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프랜시스코 로페즈 드 고마
라(Francisco

Lopez

de

Gomara,

가 니카라과의 백성들이

207)

1511-1566,

cacique

Hist.

Gen.

Ind.

Occident,

ch.

라 부르는 추장을 죽이는 자에 대한 형

벌을 두지 않았다고 서술하는 점과 일맥상통하는데, 그 이유는 그 어떠한 백
성도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계획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라고 그들이 말했다고 한다.

나는 대부분의 이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몇몇의 사람
들로부터 지나치게 아는 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심
지어 초년생인 학생들조차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추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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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른 성향을 지닌 두 소년이 누군가에게 교육을 위하여 맡겨졌다. 한
명은 겸손하고 양심적이며 학문과의 불타는 사랑에 빠져 있고, 다른 하나는
방종하고 색을 밝히며 책보다는 성적 욕망과 더 사랑에 빠져 있다.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의 요체는 학문을 익히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인
계명은 다를 것이다. 전자에게는 그저 따라야 할 시간표와 학업의 계획안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후자에게는 이것 외에도 싸돌아다니지 말고, 도
박하지 말고, 그의 책을 팔지 말고, 다른 학생의 과제를 베끼지 말고, 술을
마시면서 흥청거리지 말고, 매춘부들을 쫓아다니지 말 것을 가장 엄한 위협
과 함께 명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전자의 성격을 지닌 소년에게 도덕적
충고를 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스스로 감수한다면, 그 소년은 그러한 외설적
인 말을 자신에게 하지 말라고 할 것이며 그런 종류의 충고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 하라고 말할 것인데,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로부터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여 전제하였다면 자연법
의 모습은 지금과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고 생각한다. 동
시에 자연법과 도덕 신학을 나누는 경계가 이다지도 명백하게 표시되었으므
로, 이 분과학문은 시민법학, 의학, 자연과학, 또는 수학에 비하여 더 나쁜 위
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입회하지 않고 이러한 분과학문
들에 감히 끼어들고자 하고, 또 인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판단을 내릴 권
리를 자처한다면, 그들은 아펠레스(Apelles) 가 한 때 그에게 그림 그리는 것
1)

에 대하여 강의하고자 했던 메가비주스(Megabyzus) 에게 했던 그 비꼬는 말
2)

을 그에게 적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

안료를 갈아 부수는

아이들이 그대를 비웃기 전에 부디 입을 다무시게. 그대는 그대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네.”라고 말했다.

3)

우리는 올바른

1) 고대 그리스 화가. 소 아시아 크로폰에서 출생. 알렉산더 대왕(재위 B.C. 336~323)의 궁전 화가로서
봉직하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Ptolemaios Ⅰ Soter. 재위 B.C. 304~283)의 알렉산드리아에도 체재
하였다고 한다. 고대 세계에서 절찬을 받은 작품을 많이 그렸으나 현재까지 전하는 것은 없다.
2) 페르시아의 장군. 그리스 원정에 참여하였고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델피 신전에 대한 약탈을 명 받았
을 때 이를 거부하였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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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지닌 정직한 이와는 대등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의적이고 무식한 비평가들에는 그들 스스로의 질투에 고통 받도록 놔두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인데, 왜냐하면 영원한 법에 의하여 제정되었듯이 이디오
피아 인들이 그들의 피부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한 진실이기 때문이
다.

1)

3) Plutarch, Moralia(도덕론), 58D
1) 예레미야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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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1장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

1.

여기서 ‘의무’[officium]란 책임에 근거하여 법의 명령과 합일되는 인간 행

위를 의미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행위의 본성과 법 일반의
본성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2.

인간적 행위’[humana

‘

란 인간의 능력[facultas]에 근원을 둔 그 어떠

actio]

한 임의의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선하신 창조자께서 동물들
위로 그리고 너머로 인간에게 주신 능력에 의해 시작되고 이끌어지는 것들만
을 말한다. 지성(知性)의 빛 안에서 의지(意志)의 명령에 따라 개시된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물들의 다양성을 접하고, 이를 비

교하며, 이들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이 주어져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의 미래의 행위들을 예측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의 활
동을 거기에 맞추고, 특정한 규범이나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적응시키며, 결과
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행위가 규율에 합치되는지
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능력이 지속적이고 통일되게 작동하
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내재적인 충동에 의하여 유발되고, 유발된 이후에야
통제와 유도가 가능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모든 사물에 무차별적으
로 이끌리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것들은 추구하고 다른 것들은 피한다. 또한
그는 종종 행위 하는 바의 대상이 현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억제하며, 종
종 자신 앞에 놓인 다양한 사물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거부한다.

4.

이해와 판단의 능력은 지성[intellectus]이라고 불린다. 온전한 마음을 지닌

성인(成人)이라면 누구나 교육과 올바른 숙고를 통하여 최소한 이 세상에서
의 평화롭고 선한 삶을 이루는 일반적인 원리와 계율들에 대하여 적절한 이
해를 획득하고, 그것들이 인간 본성과 합일됨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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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확실하다고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사람의 법정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책들을
(不知)”

“

극복불가능한 부지

의 항변 뒤에 숨기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누구도 사람의 법정에서
단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5.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고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근거들을 댈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 또는 행해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 잘 알
고 이해하는 자는 올바른 양지(良知)를 가졌다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 또는 행해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에서 근거지우는 것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양식으로부터, 또는 관습으로부터, 내지
는 상급자의 권위로부터 이를 획득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상반되는 관점
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자는 개연적(蓋然的) 양지를 지녔다고 말하여
진다. 대부분의 자들은 개연적 양지에 의하여 유도되어지고, 오직 소수의 자
들에게만이 사물의 이유를 알아내는 재능이 주어졌다.

6.

2)

몇몇 이들은 개별적인 경우에 주장들이 사안의 양쪽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을 상당히 자주 발견하는데, 그들은 어느 쪽이 더 무게를 지니는지에 대하
여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일반
적인 용어는 의심스러운 양지이다. 이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이상 그는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심이 제
거되기 전에 행하고자 하는 결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의 위반과 관련
되기 때문이다.

7.

또한 종종 인간의 이해는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에

는 착오에 빠졌다고 말하여진다. 적절한 주의와 조심함을 통하여 착오에 빠

2) ‘rerum cognoscere causa’, 베르길리우스, 농경시(Georgics),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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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때 이를 극복 가능한 것이라고 부른다. 사회생활에
서의 행동양식이 요구하는 모든 주의 깊음을 동원하였음에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피 불가능한 것이라 부른다. 극복 불가능한 착오는 주로 특정한
경우들에만 발생하고 삶의 일반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이성의 빛을
간직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바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거
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연법의 일반적인 계명들은 명료하며, 실정법을 만드는
자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법이 알려지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착오는 게으른 부
주의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들에 있어, 사물이나 기타
행위 정황들에 대한 착오가 개인의 의도에 반하고 또 그의 과실이 없을지라
도 몰래 기어들어오기 쉽다.

8.

부지는 단순히 지(知)의 부재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부지가 행위에 기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근원이 비자발적인지 혹은
일정 정도 유책한지에 따라 구별되어진다. 첫 번째 측면에서 부지는 주로 효
과적 부지와 부수적 부지로 나누어진다. 만약 이러한 부지가 없었을 경우 문
제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는 효과적이고, 그 유무에 관계없이
그 행위가 어차피 이루어졌더라면 이는 부수적이다. 두 번째 측면에서 부지
는 자의적이거나 비자의적이다.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무시함으로 인하
여, 또는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초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부지이다. 알 수 없었던 것을 알지 못했고 알 책임도 없었던 경우
에는 비자의적인 부지이다. 후자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뉜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 시점에서 부지를 벗겨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애초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현 시점에서 부지를 극복하는 것이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 또한 책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9.

짐승과 대비해서 인간에게 독특한 또 하나의 능력은 의지이다. 사람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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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는 수단을 통하여 마치 일종의 내재적인 충동과 같이[velut
impulsu]

intrinseco

스스로를 행위로 나아가게 하고, 그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고

르며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지
로 인해 우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그가 어떠한 내
재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의 행위의
주동자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사물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
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의 앞에 놓인 여러 사물들 중 하나를 고
르고 나머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 어떤 인간 행위들은 그 자체를 위하여 행
해지며, 기타 인간 행위들은 다른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한 도움이 되기 때문
에 행해진다. 즉, 일부는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나머지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목적의 경우에 의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된다. 의지
는 우선 목적이 알려졌을 때 이를 승인하고, 이를 얻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나아가 강렬하게 또는 보다 부드럽게 그 목적을 위하여
노력한다. 목적을 이루면 의지는 휴식을 취하면서 이를 조용히 만끽한다. 다
른 한 편 수단의 경우에는 우선 검증되어진 다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바가 선택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행위로 옮겨진다.

10.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주동자로 여겨지는 주된 이유가 스스로의

의지로 이를 행하였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사람의 법정에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행위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자
발성[spontaneitas]이 주장되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그 어떠한 자유의지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자신이 아니라 그를 강제
한 자가 행위의 주동자이며, 행위자는 의사에 반하여 사지(四肢)와 힘을 내맡
겼을 뿐이다.

11.

비록 의지는 항상 일반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일반적으로 악을 회피하고

자 하지만, 취향과 행위들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다양성이 개인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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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이는 선과 악이 사람에게 순수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
이 악과, 내지는 악이 선과 뒤섞여서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그리
고 서로 다른 사물들은 개별적으로 인간의 서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것들은 그가 그 자신에게 두는 가치에, 어떠한 것들은 그
의 외부적 감각에, 어떠한 것들은 그가 스스로의 보전을 추구하는 자애(自愛)
에 영향을 끼친다. 바로 이 이유로 사람은 첫 번째를 합당한 것으로[decora],
두 번째를 즐거운 것으로[jucunda], 세 번째를 유용한 것으로[utilia] 인식한
다. 이들 각각은 그것이 사람에게 남긴 인상의 힘과 정확히 비례하여 사람을
스스로에게 끌어당긴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은 특정한 것들에 이끌리고 다
른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행위와 관련해
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종류가, 그리고 참된 것과 외양만 그런 것의 종류가
동시에 함께 나타나며, 이를 올바르게 구별하기 위한 통찰력을 어떤 이들은
보다 많이 가지고 어떤 이들은 보다 적게 가진다. 따라서 어떤 이가 매우 혐
오하는 것에 또 다른 이에게는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2.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모든 행위의 직전에 균형 잡힌 상태에 놓여 있다

가 전체 관점에 대한 숙고 이후, 그 자체의 내재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한 쪽
내지는 다른 쪽에 대한 이끌림이 진행되는 것으로 항상 관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부적 영향인자[momenta]라고 불리는 것에 의하여 한 쪽보
다 다른 쪽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다. 우리는 인간의 악으로
향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경향에 대하여 이후 다룰 것이며, 그 기원과 특성에
관하여 여기서 상세히 설명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 개별적인 내재적 본
성으로부터 의지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일부는 특정
한 행위에 대하여 보다 더 끌리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 대해서도 관찰된다. 이는 기후와 토양의 특징, 종자(種子)로부터
비롯되는 몸 안의 체액의 혼합, 나이, 음식, 건강 상태, 삶의 양식, 그리고 이
와 유사한 이유들에 의하여, 나아가 정신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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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들의 구조 등으로부터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사람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의 기질을 적지 않게 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이 기질에 아무리 강한 힘이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한
힘을 지녔다는 주장은 사람의 법정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람의 법정
은 외부적 행위에 도달하지 못한 사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본성이 비록 쇠스랑에 의하여 추방되었음에도

3)

고집스럽게 거듭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도덕한 외부적 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부터 방지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경향성을 극복하는 것
의 어려움은 이러한 경쟁의 승자를 기다리는 칭송의 영광에 비하면 무겁지
않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종류의 압력이 마음을 너무나도 흔들어서 다른 어
떤 것도 이를 억누르거나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한들, 죄를 저지르
는 일 없이 압력이 발산되는 방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13.

동일한 종류의 행위의 거듭된 반복은 의지를 상당정도 그 방향으로 향하

게 만들고, 습관[consuetudo]이라 불리는 경향성을 발생시킨다. 습관의 효과
는 특정한 행위가 손쉽게 그리고 기꺼이 행해지는 것이기에, 그 대상이 존재
하는 경우에 마음은 마치 이것에 이끌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 결손의 경우에
는 이를 강하게 원하게끔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할 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할 경우 다시 벗어던질 수 없는 습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
와 유사하게 그 어떠한 습관도 최소한 그것이 유도하는 외부적 행위로 이르
는 것을 현시점에서 억제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습관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
는 것이 사람의 힘에 달려있기에, 아무리 습관이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지라도 선한 행위의 가치는 감소되지 않고 악한 행위의 악함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사람의 좋은 습관은 칭송을, 나쁜 습관은 불
명예를 드높인다.

3) 호라티우스, 서간집(Epistles), 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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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정된 평온함의 마음이 유지되는 것과 우리가 감정(感情)[affectus]이라

부르는 특수한 움직임에 의하여 마음이 동요된 것 사이에는 매우 큰 거리가
존재한다. 감정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아무리 그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적절한 이성의 사용과 최소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억제함을 통하
여 사람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어떠한 감정들은 선한 것의 외양[species]을
통하여 촉발되기도 하며, 다른 감정들은 악한 것의 외양을 통하여 촉발되기
도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즐거운 것을 취하거나 불쾌한 것을 피
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촉발한 악이 더욱 위험하고 수인하기 힘든 것일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전자에 비하여 후자를 우선시하거나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일이다. 실제로 자기 보존에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은 선
(善)

없이 나아가는 것이,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악(惡)에 당하는 것보다는 훨

씬 참을만한 것이다.

15.

마지막으로, 마치 이성의 사용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완전히 빼앗아

가는 어떤 질병과도 같이, 많은 국가들에서 실제로 이성의 사용을 극심하게
방해하는 일시적인 질환과도 같은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일반
화되어있다. 여기서 나는 특정한 종류의 물질을 사람들이 마시거나 피움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중독(中毒)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피와 영혼에
격동을 야기해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선적으
로 방탕으로, 즉 분노, 무모함, 그리고 무절제한 웃음에 빠지기 쉽게 한다. 어
떤 이들은 증독으로 인하여 제정신을 빼앗겨서, 맨 정신이었을 때와 비교하
면 완전히 다른 성격을 유지한다. 명정이 반드시 이성의 사용을 전적으로 무
력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에 그 영향 아
래 이루어진 행위를 통하여 호의보다는 혐오를 얻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16.

인간의 행위가 의지로부터 나오고 이끌려진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라고 불

리듯이, 의지에 반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이루어진 행위를 보다 협소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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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부른다.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는 무지를 통하여
이루어진 행위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여기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불리는
것은 ‘강요’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즉 누군가가 자신의 피하고 동의
하지 않았음을 어떤 표지로, 특히 육체적인 저항을 통하여 표시했음에도 보
다 강력한 외부 원인에 의하여 그의 사지를 움직이도록 강제된 것이다. 나아
가 비록 덜 정확한 표현이지만,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함은 중대한 강제 하
에서, 만약 강요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극력 피하였을 무언가가 덜 악한 것으
로서 선택되어지고 행하여지는 것 또한 말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보통 ‘혼합
된 행위’라 불린다. 의지가 긴급한 상황에서 덜 악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선
택한다는 점에서는 자의적인 행위들과 공통되지만, 행위자의 책임을 전혀 묻
지 않거나 묻더라도 자의적 행동에 비하여 책임을 감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
에 있어 의사에 반하는 행위와 일정 정도까지 공통되기 때문이다.

17.

지성과 의지에 의하여 개시되고 유도되는 인간의 행위의 구체적인 특징

은 그것이 개인에게 귀속되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다시 말해 그가 주동자로
서 올바르게 여겨지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며, 그로부터 나
온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지하고 있었으며 원했던
그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비롯된 자, 내지는 그것이 행해지는지 여부에 관하
여 선택할 여부가 그에게 달려있는 자 이외에게 이를 귀속시킬 더 좋은 이유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의 법정과 관련된 윤리학에서 가장
우선적인 공리(公理)는 바로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선택이 본인에게
달려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통
제 아래 놓일 수 있고, 그 수행 여부가 본인에게 달려있는 그 어떠한 행위도
그에게 귀속되어질 수 있다는 표현 또한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그 행위 자
체나 행위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은 그 어떠한 자도 행위의 주동
자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18.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이 각각에게 귀속되어질 수 있는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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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행동이나 사건에 대하여 각자가 주동자로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의하는 몇 가지 구체적 명제들을 형성해갈 것이다.

I.

타인에 의한

행위, 사물의 작용 내지 사건은 한 개인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할 의무가 있
었던 경우에만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질 수 있다. 한 개인에게 다른 개인
의 행동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세상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이
경우, 만약 행위가 한쪽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다른 쪽은 할 수 있었던 바를
하지 않았을 때, 그 행위는 단지 직접적인 행위자에게만이 아니라 지휘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자에게도 책임이
돌려진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나 경계는 있으며, ‘가능하다’는 것은 도덕적
가능성의 측면에서 유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종속된 자의 자
유는 그의 타인에 대한 종속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는

타인

의 통제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고, 인간 생활의 조건들은 마치
타인이 영원히 자신에게 붙어있는 것 마냥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책임자가 그에게 주어진 책무의 본
질상 해야 할 바를 다 했고, 그럼에도 그 다른 자가 무언가 잘못을 행한다면
그 행위는 오로지 행위자의 책임으로만 돌려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동물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기에, 동물을 통하여 타인에게 그 어떠한 손해
가 발생했을 때 그 소유자가 적절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그는 책임이 귀속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이가 제거할 수 있었고
했어야 할 원인과 기회를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행이 닥쳤다
면 그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자연 안에 있는 많은 것
들의 작용을 촉진하거나 멈출 힘을 지니고 있기에, 만약 그들의 작위에 의하
거나 의무를 해태해서 결과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면 그 이득과 손실은
그들에게로 귀속된다. 예외적으로 어떤 때에는 개인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
간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때도 있는데, 신께
서 특정한 개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이를 유발하셨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경우들과 또 유사한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인간은 그 자신의 행위에 대
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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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I.

사람 안에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 존재나 부재가

개인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 그가 노력을 통해서 천성적인 결함
을 보완하거나 타고난 능력을 보강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개
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총명함과
강인한 육체를 줄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
지 않았거나 노력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은 만큼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로 인한 책임을 그가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의범절에 어긋난다는 이유
로 질책을 받는 이들은 도시나 궁중에 사는 자들이지 시골에 사는 자가 아니
다. 따라서 예를 들어 키의 작음이나 외모의 추함 등,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특성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20.

III.

불가피한 무지를 통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이

물어질 수 없다. 지성의 빛이 우리 앞에서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이 경우 우리는 누군가가 스스로를 위하여
이러한 빛을 가질 수 없었고 그가 그럴 수 없었던 것이 그 자신의 잘못이 아
닌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일상의 삶에서 ‘할 수 있음’[το
『의무론』의

이란,

posse]

의미에서는 능력, 영리함, 그리고 세심함의 정도를 통념상 충분

한 것으로 판단되어질 뿐더러 개연적 이치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
는 것이다.

21.

IV.

우리에게 부과된 법이나 의무에 대한 무지나 착오는 우리를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는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해
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과 규정된 의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스려지
는 자들의 능력에 맞추어서 도입되고 또 그래야만 하기에, 모든 이들이 이것
을 알고 기억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무지의 원인이 된
자는 그 무지로부터 비롯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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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

만약 누군가가 그 자신의 잘못 없이도 행위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그

는 그의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

행위의 대상이 현존하고,

(2)

타인에 의하여 방해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편리한 장소가 있으며,

(3)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존재하지 않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능하고, 그 시
간이 행위를 함께하는 다른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유리하며,

(4)

마지막으로는

행할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행위는 이러한 조건들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자에게 그가 행할
책임이 있었다고 추궁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누구도 아프지 않다면 의사를 게으르다고 비난할 수 없고, 그 자신이 없는
자는 관대한 자에게 속할 기회가 없다. 나아가 올바르게 지원했음에도 그 직
책을 거절당한 이에게 재능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많은
것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

4)

쉬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3.

VI.

따라서 우리는 들이마시고 내

5)

그의 능력을 초월하고 그의 능력으로 행하거나 막는 것이 불가능한

일을 이유로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가능
한 것을 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성구(成句)가 도출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자신의 유책함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없애지 않았어야 한다
는 단서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마치 그가 여전히 능력을 지녔
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스스로의 행할 능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으로 인해 약간의 노고를 요하는
의무조차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

VII.

강요 아래에서 당하거나 행한 일에 대하여서는 이로부터의 회피나

도망이 스스로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는 전제 아래 그 누구도 책임을
4) 누가 복음, 12:48
5) 플라우투스, 유령(Mostellaria),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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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다. 강요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1)

더 강한 당사

자의 폭력으로 우리의 지체가 무엇을 행하게 되거나 당했을 경우와

(2)

더

권력 있는 자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움직이거나 이를 자제하지 않
는다면 곧바로 어떠한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한(그리고 즉시 그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타
인에게 가해질 해를 스스로 감수할 것이 의무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
에게 이러한 강제를 부과한 자가 범죄의 주동자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하여 살인에 쓰인 검이나 도끼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다.

25.

VII.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다. 그들은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 분별하거나 이를 규율과 비교해 볼 수
없기에 그렇다. 이성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스스로를 드러내기 이전의 유아
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아이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혼내거나 체벌
을 가하는 것은 마치 인간의 법정에서 엄격한 의미로서의 형벌을 받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나쁜 습관을 얻지 않게 하기 위한 단지 교정과 훈육의 수단이다. 마찬
가지로 정신착란자나 심리이상자 그리고 치매 걸린 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행위는 인간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질환이 그들 자신의 유
책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그러하다.

26.

IX.

마지막으로, 꿈속에서 어떤 행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그가 낮 동

안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생각에 즐겁게 빠져있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조차 인간의 법정에서 고려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잠들었을
때의 상상[phantasia]은 마치 조타수가 없이 떠있는 배와 같아서 어떠한 종류
의 공상을 만들어낼지는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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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논함에 있어 명백히 해야 할 바는, 때때로 행

위가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 그를 단지 도구로서 이용한 자의 탓으로 되는 경
우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행위가 행위자와 이에 작위나 부작위로 기여한
타인의 공동책임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다. 여기에는 주로 세 가
지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타인이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행위자는
부차적이거나, 동등한 보조로 행해 나아거나[pari

passu],

아니면 타인이 부차

적이고 행위자가 주된 원인이 된다. 첫 번째 항목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하
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조장한 자, 상대방이 동의 없이는 하지 않았
을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동의를 주는 자,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고 막
아야 했으나 그러지 아니한 자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항목에는 범죄를 저
지르도록 누군가에게 의뢰하거나 누군가를 고용한 자,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피난처나 보호를 제공한 자,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줘야 했으나
주지 않은 자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 항목은 특별한 조언을 주는 자, 범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찬성이나 격려의 의사를 표시한 자, 스스로의 본보기를 통
하여 타인에게 범죄행위와 기타 등등을 권장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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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2장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규범, 또는 법규 일반에 관하여

1.

인간의 행위는 의지에 의존하고 있으나, 개인의 의지는 항상 일관되어 있

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인간들의 의지는 보통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에 인류[genus
행위들이

6)

에게 질서와 조화[decor]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humanum]

맞추어질 수 있는 어떠한 규범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만약 이러한 의지의 자유와, 이러한 성향과 욕망의 다양
성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고정된 규범에 대한 반성 없이
행할 경우에는 막대한 혼란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 규범은 법규[lex]라고 불린다. 법규는 상급자가 그에게 종속된 자로 하

여금 자신의 행위를 상급자의 지시[praescriptum]에 따르도록 의무지우는 명
령이다.

3.

이 정의(定議)가 보다 잘 이해되기 위해서 우리는 책무[obligatio]란 무엇인

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지, 누가 이를 지게 되는지, 그리고 누가 이
것을 타인에게 부과하는지에 대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책무란 무
언가를 행하도록 필요적으로 강제된 법적인 사슬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굴레
가 우리의 자유에 씌워지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비록 실제로는 의지가
별개의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음에도, 책무에 의하여 내재적인 지각
으로 채워짐에 따라, 그 결과 행하여진 행위가 지시된 규범과 합치되

[sensus]

지 않는 경우에 의지는 자신이 올바른 바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만약 이로 인해 그에게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 이
러한 해악은 따랐어야 할 규범을 따랐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는 스스
로에게 발생한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4.

인간이 책무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6) 라틴어 원문은 istae, Silverthorne 판에서는 will(의지)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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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다양한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규범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상위자[superior]의 권세
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단일한 행동 방식으로 구속된 곳에서, 자유 행위를 찾는다는 것은 헛된 일이
고, 규범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맞추지도 못하는 자에게 규범을 명한
다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상위자를 인지할 수 없다
면,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그에게 강제성을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가 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主義)[cratio]
를 최대한 따르고 어떤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자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는 이것을 어떤 책무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쾌락을 위하여 행
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상급자를 가졌을 뿐만이 아
니라 지시된 규범을 인지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의
지를 지닌 자가 책무를 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다. 그리고 그 자는 상급자로
부터 규범이 지시되었을 때 이로부터 일탈하는 것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인간에게 부과된 본성이다.

5.

실제로 책무는 상급자에 의하여 인간의 정신에 도입되어지는데, 이는 즉,

이를 저항하는 이에게 즉시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우리
의 의지의 자유가 그의 재량에 의하여 제한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
한 근거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자에게 있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표명할 때에는 두려움이 숭경심[reverentia]에 의하여 조절되어
서 인간의 정신[animus]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전자는 그의 권
세로부터, 후자는 두려움이 없었더라도 여전히 개인으로 하여금 상대의 의지
를 받아들이게 유도해야만 하는 그 원인들에 대한 고려로부터 발생한다. 왜
냐하면 그가 왜 나에게 나의 의지에 반해 책무를 부과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단순한 힘을 제외하고는 댈 수 없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더 큰 해악
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를 따르는 것이 낫다고[satius] 생각하게 할 만
큼 나를 실로 두렵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제거된다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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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보다 나의 재량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
게 된다. 반대로, 실제로 내가 그를 따라야만 하는 이유를 그가 가지고 있음
에도 나에게 해를 가할 힘이 결여되어 있다면, 더 권세 있는 이가 와서 짓밟
힌 그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한 나는 처벌받지 않고 그의 명령을 위배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자로부터 후자에게 뚜렷한 혜택이 주어진 경우;
또는 만약 그가 타인이 잘되는 것을 바라고, 타인 자신보다도 그를 더 잘 돌
보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실제로 그에 대한 지도(指導)를 자기 몫으로 주
장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그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타인에게
복하고 그의 지도에 동의한 경우이다.

6.

법규가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법자

와 법규 양쪽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만약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책무를 지게 되는지도 모른다면 복종하는 것은 그 어떤 이에게
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자를 아는 일은 용이하다. 자연법에 있어
서는 그 창조자가 우주의 창조자와 동일하다는 것은 이성의 빛으로부터 명확
해진다. 그리고 시민은 누가 자신에 대한 권위[imperium]를 지니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다. 자연법이 어떻게 알려지는가에 대해서는 이후 논해질 것이
다. 시민법은 그 다스려지는 자들에게 공적이고 분명한 공포를 통하여 알려
진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점들이 명백해져야 하는데, 법규는 국가에서 가장 큰
권위를 지니고 있는 자를 그 창조자로 삼는다는 점과 법규의 의미가 어떤 것
인가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군주가 법규를 그 자신의 목소리로 공
포하거나 자필로 서명하거나 이것이 그의 장관[delegatus]들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전자가 성립되어진다. 만약 이 기능이 그들이 국가에서 담당하
는 직무와 연결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그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정기적
으로 동원되며, 문제시되는 법규가 법정에서 원용될 뿐더러 군주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면 장관들의 권위에 의심을 표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법규의 의미에 관해서는, 그것이 올바로 이해되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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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이를 공포하는 자들은 최대한의 명료(明瞭)함을 사용할 의무가 있
다. 법규에 그 어떤 애매함이 발생한다면 입법자에게, 또는 법규에 따라 판결
을 내리도록 공적으로 임명된 자들에게 해석을 구해야 한다.

7.

모든 완벽한 법[legis

perfectae]

은 두 부분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 또는 행해져서는 안 되는지를 정의하고, 다른 하나는 계명
을 무시하거나 금지된 바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규정된 벌(罰)을 선언한다.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지 않는 자들에
게 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하라[hoc

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

fac]’

미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벌을 받아 마땅한 원인이 선행하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poenas

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따라서 모든

dabis]’

법규의 효력은 우리의 상위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원하는
바의 선언과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하여 정해진 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내재적인 강제성을 부과하여 복종하게 하는 힘과, 벌을 통하여 법을 따르
도록 강제[cogendi]하거나 강요[adigendi]하는 힘은 오로지 입법가, 그리고 법
의 수호와 집행이 맡겨진 자의 고유한 몫이다.

8.

법규에 의해서 어떤 이에게 부과되는 것은 그것이 대상으로 삼는 자의 힘

으로 가능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이득[utilitas]이 되
어야 한다. 벌에 대한 위협으로 그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항상 가능하지
않았던 바를 요구하려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가혹하듯이, 마찬가지
로 만약 이로부터 그 어떤 이에게도 이득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의지의 선천
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9.

나아가 법규는 일반적으로 입법가가 다스리고 법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들과, 입법가가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이가 법의 책무로부터 명시적으로 해방되는 일이
때때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은

면제(免除)[dispensare]’라 불린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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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를 허용하는 힘은 오직 법규를 만들고 없애는 권위를 지닌 자에게만 속
하는 것이며, 그는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무분별한 면제를 통하여 법의 권
위가 실추되고, 나아가 다스려지는 자들 사이에서 질투와 분개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10.

반면 면제와 ‘형평[aequitas]’은 매우 다른데, 이는 법규가 일반성 때문에

부족해지는 점에 대한 수정이자, 특정한 사안이 일반적인 법규 안에 포섭될
경우에 어떤 불합리함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포섭되지 않음을 자연적 이성
[naturalis

을 통하여 드러내는 법규의 알맞은 해석이다. 그 다양성으

ratione]

로 인하여 모든 사안들을 예측하거나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
정 사안들에 일반적인 제정 법규들을 적용하는 것이 임무인 재판관들은 입법
자가 임재하거나 그가 그러한 경우들을 예측했었다면 그 자신이 스스로 제외
시켰을 사안들을 법으로부터 제외시켜야만 한다.

11.

나아가 사람의 행위들은 도덕적 기준과의 연관성과 이와의 조화로부터

일정한 특징들과 명칭들을 얻는다. 법규가 어느 쪽으로도 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행위들은 합법적[licitae]이거나 허용되었다[permissae]고 불린다. 그리
고 모든 것들이 자연 그대로 재단되지 않는 시민의 삶 안에서는 때때로 비록
그 자체로 자연적인 도의(道義)와는 상충할지라도 사람의 법정에서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부른다. 또한 법과 합치하는 행위는 선{適
法}하다고

불리고, 어긋나는 것은 악{不法}하다고 불린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선하기 위해서는 법의 모든 부분과 합치되어야 하고, 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하나의 부분에서만 부족하면 충분하다.

12.

그러나 정의(正義)는 어떤 때는 행위의 속성이고 어떤 때는 사람의 속성

이다. 정의가 사람에게 인정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

누려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의지”로 설명되어진다. 왜냐하면 정의로움을 행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정의에 몰두하는 자, 또는 모든 일에서 정의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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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실행하는데 힘쓰는 자는 정의로운 자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정의한 자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익에 관한 바를 기준으로 여기는 자이다.
정의로운 자의 적지 않은 행위들이 정의롭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
가지이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자가 정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은 법규의 계명
으로 인해서지만 정의롭지 않게 행하는 것은 오직 나약함을 통해서인 반면,
부정의한 자가 정의롭게 행하는 것은 법률에 연결된 형벌로 인한 것이고 사
악한 마음을 통하여 정의롭지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13.

그러나 정의가 행위들에 인정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행위들의 올바른

적용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즉 알고 있고 또
원하는 사람에 의해 그 행위를 받아 마땅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행위는 정의
로운 것이다. 따라서 행위들의 정의는 선함과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
가 나는데, 즉 후자는 그저 법과의 합치를 설명하는데 있으나, 정의는 더 나
아가 그 행위가 행해진 대상에 대하여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정의는 또한 타인을 상대로 하는 품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14.

정의의 분류에 대해서는 합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받아

들여지는 분류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 전자에 대
해서는 타인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의무라도 비록 그것이 힘으로 인하여 내지
는 법정에서의 소송에 의하여 강요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타인에게 그 자신의 권리로서 주장이 가능한 바가 정확
히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손실과 이득을 비례에 따라[pro

rata]

나누는 것에 대하

여 사회와 그 구성원들 사이에 맺어진 협약[pactum]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반해 후자는 특히 상거래에서 대상이 된 사물과 행위와 관련된 쌍방 계약
[contractus]

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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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이상, 부정의(不正義)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결

론 내리는 일은 쉽다. 여기서 주목해야만 하는 점은 작심[destinatum
consilium]

해서 타인의 완전한 권리에 속하는 바를, 또는 언제 획득했는지를

불문하고 그런 권리에 의하여 그가 소유한 바를 침해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
위는 정당하게 불의(不義)[inuria]라고 불린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발생한다: 어떤 이에게 자신의 권리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바가
거부되었을 때(단순한 호의나 기타 이와 유사한 품덕에 의하여 마땅히 얻게
되는 것들은 속하지 않는다), 또는 그가 침탈하는 자에게도 유효한 자신의 권
리에 의하여 지니고 있던 바가 박탈되었을 때, 내지는 우리가 가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나아가 불의는 행
하는 자의 작심과 악의[malitia]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었다면
타인을 해하는 것은 불운[infortunium]이나 과실[culpa]로 불리며, 그 경중(輕
重)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의 이유가 된 소홀함과 부주의함의 경중과 일치한

다.

16.

법규는 입법자가 누구인지의 관점에서 신정법(神定法)과 인정법(人定法)으

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신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후자는 인간에 의하여 제정
되었다. 그러나 만약 법규가 인간들에게 필요적이고 보편적으로 부합하는가
의 여부를 고려해본다면, 이는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인간
의 이성적이고 사회적 본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인류에게 정직하
고 평화로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고려와 인간의 타고난 이성의 빛을 통하여 전체로서 살펴지고 습득되어질 수
있다. 후자는 사람의 본성의 공통된 조건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 혼자의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근거와, 특정 인
간들이나 개별 사회를 위하여 생성시킨 그 자체의 관행이 없을 수 없다. 신
정법은 어떤 때에는 자연법이고 어떤 때에는 실정법인데 반해, 엄격한 의미
에서의 인정법은 전체로서 실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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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3장 자연법에 관하여

1.

자연법의 성질은 무엇인지, 그 강제성은 어떤 것인지, 죽게 마련인 인류의

현 상태에 있어 어떤 계명으로 구성되는지는 인간의 본성과 기질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에야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실정법규의 정확한 인식을
위하여 국가의 상태와 그 국민들의 습속과 관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가 인류의 공통된 기질과 그 상태에 대하여 조사
한다면 그들의 안녕(安寧)이 어떤 법률에 의존하고 있는지가 손쉽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2.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과 그 어떤 방식으로도 스스

로를 보존하고자 한다는 점, 그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얻고 나쁜 것을 거부
하려 애쓴다는 점에서 자각을 지닌 모든 동물들과 공통된다. 이 감정은 으레
너무나도 강해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양보한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가 인간의 안전에 공격을 가한다면 그는 이를 물리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발생한 위험이 지나간 다음에도 일반적으로 증오심과 복수에 대한 열망은 여
전히 남아있게 된다.

3.

반면 다른 측면에서 인간은 짐승들보다도 더 나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그것은 그 어떤 다른 동물도 태어날 때부터 그토록 취약함이 동반되
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다른 인간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로 성년기에 이른다면 그것은 기적일터인데, 오늘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
여 이렇게나 많이 고안된 도움들 사이에서도 혼자의 힘으로 음식과 의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친 공들인 가르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타인에 의하여 주어진 그 어떠한 돌봄이나 훈육이 없고, 자신의 기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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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것도 아는 바가 없으며, 다른
인간들의 도움이나 그들과의 사귐이 박탈된 채로 홀로 성년기에 이른 인간을
상상해보자. 의심할 여지없이 그보다 더 가엾게 여길만한 동물을 찾기란 어
려울 것이다. 말도 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초근목피(草根木皮)를 캐거나
야생 과일을 모으고, 샘이나 강 내지는 그가 발견한 못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날씨의 가혹함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동굴에서 지내고, 그의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초와 이끼로 가리고, 다른 일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매우 권태
로운 시간을 보내고, 어떤 소음이나 다른 동물과의 마주침에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배고픔, 추위, 혹은 맹수에 의하여 최후를 맞이하는 것 외에는 그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 반면 오늘날 사람의 삶에 수반되는 그 어떠한 편의도 전
부가 인간의 상호적인 도움으로부터 흘러넘친 것이다. 이와 같이 지고지선한
신 다음으로는 이 세상에서 인간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유익함보다 인간에
게 더 큰 유익함을 제공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그런데도 이 동물은 비록 서로에게는 유익하지만서도 적지 않은 결점들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해를 끼치는 능력 또한 적지 않게 가지고 있기에, 그 결
함들은 그와의 교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제공하며, 그래서 그에게서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을 얻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크나큰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우
선 일반적으로 인간 안에는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경향이 다른 어떤 짐승들에
서 발견되는 것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주로 식욕과 성욕에 의하여
사로잡히지만, 양쪽 모두 스스로가 용이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러
한 욕구가 진정된 다음에는 누군가가 자극하지 않는 한 함부로 분노를 일으
키거나 타자를 해치도록 격발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인간은 그 어느 때라도
성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동물이며, 종(種)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
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자주 그것의 자극에 의하여 충동질된다. 게다가 그들
의 위(胃)는 단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쾌감을 원하고, 종종 자연적으로 소
화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을 원한다. 짐승들에게는 옷이 필요하지 않도록
자연은 마련해놓았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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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옷을 입는 것을 즐겨한다. 짐승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감정과 욕망이 죽게 마련인 인류에게서 발견된다. 과다하게 가지려는 욕심,
탐욕, 명예욕이나 남들보다 월등하고자 하는 욕망, 시기, 질투, 그리고 재능의
다툼과 같이. 그 증거로, 인간 족속들끼리 충돌하는 대부분의 전쟁들은 짐승
들이 모르는 이유로 인하여 수행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로 하여
금 서로를 해치도록 원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그러하다. 이에
더하여 많은 이들 안에는 엄청날 정도의 후안무치함과 타인을 모욕하고자 하
는 방종함이 있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비록 타고난 겸손함이 있다고 하더라
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열의로 도발되지 않
을 수 없고, 또 저항하도록 채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때로는 부족함,
즉 현존하는 자원이 그들의 욕망이나 탐욕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인간들을
서로 해치도록 자극하기도 한다.

5.

더구나 인간에게는 서로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크나큰 힘이 내재하고 있

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록 많은 짐승들처럼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로 인하여
가공(可恐)할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손재주는 해를 가하는데 있어 가
장 효율적인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질의 영리함은 드러내놓고
폭력으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에서 계책과 흉계를 통하여 습격하는 능
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에게 자연존재인 인간에게 가해
질 수 있는 해악들 중에서 가장 중한 것, 즉 죽음을 가하는 것은 매우 쉽다.

6.

마지막으로, 인류 안의 기질의 저 현저한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동등한 정념[affectus]과 욕구[appetitus]
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다른 개별적인 동물의 종에서는 식별되지 않는다. 하
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각인각색의 생각들이 있으며, 각각 제 눈에 안경이
다[suum

cuique

pulchrum].

모두가 단일하고 한 형태의 욕망이 아닌, 복합적

이고 다양하게 혼합된 욕망에 의하여 충동된다. 심지어 한 명의 동일한 인간
조차 종종 그 자신에게 다르게 인식되기에, 그가 한 때 몹시 탐냈던 것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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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때에는 그 동일한 바를 매우 꺼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심사, 습관, 그리
고 정신의 힘을 쏟고자 하는 경향의 다양성 또한 이보다 적지 않으며, 이는
지금 거의 무한한 삶의 종류 속에서 관찰되어진다. 이것들로 인해 인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들인 제어와 조정이 필요하다.

7.

따라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추구하는 동물이며, 자기

자신만으로는 무력하고, 동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보존될 수 없으며,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매우 적합한 동물이다. 하지만 이와 동등할 정도로
간악하고, 염치없으며, 손쉽게 자극되며,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타인에게 해
를 가하는 경향이 있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보존되기 위해서 그는 사회성이
[sociabilis]

필요한데, 이는 즉 그 동료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상대로 자신을

해칠만한 이유가 없게 하고 대신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것을 원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8.

그러므로 이 사회성의 법규, 또는 인간 사회에 유익한 성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법규들을 자연법[leges

naturales]

이라

고 부른다.

9.

이로부터 나타나듯이, 근본 자연법[fundamentalis

lex

naturalis]

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가능한 만큼 사회성을 함양하고 유지하여야 한
다. 따라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그것 없이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수
단 또한 원하는 법이기에, 이러한 사회성을 필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의 법리[ius

에 의하여 계명되어지며, 이

naturale]

를 교란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은 금하여진다. 나머지 계명들은 말하자면 바로
이 일반 법규 아래 포섭되는 것들이고, 인간에게 내재적으로 부여된 자연의
빛은 그것의 자명함을 암시한다.

10.

나아가 이 계명들은 비록 명백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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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것들이 법규의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신이 존재하며, 그의 섭리로써
만유를 다스리며, 또 자신이 선천적인 빛의 힘을 빌어서 공포한 법규인 저
이성의 명령을 준수할 것을 죽게 마련인 인류에게 부과했다는 점을 전제해야
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비록 그 유용성의 관점에서는 의사들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처방과 같이 준수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는 법규로서
준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규는 필연적으로 상위자, 그것도 타인에
대한 통치를 실제로 담당하는 자를 두기에 그러하다.

11.

반면 신이 자연법규의 창조자라는 점은 설령 우리가 죽게 마련인 인류의

현재 상황[condicio]을 엄밀하게 고찰하고 그의 초기의 상황이 이와 어떻게
다른지, 또는 어디로부터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자연적 이성에 의하여 증명되어진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
적 삶 없이는 인류가 무사할 수 없도록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정신에는 그
러한 목적에 도움을 주는 관념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명백
한 것은, 인류가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자신의 기원을 신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현 상태[constitutum]가 무엇이든 간에 신은 인류를 자
신의 섭리의 관리[moderamen] 안에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도출되
는 바는 인간이 짐승과 비교할 때 자신에게 고유한 것으로 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 힘을 스스로의 본성의 무사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이에 따라
사람의 삶이 법 바깥에 있는[exlex] 짐승의 삶과 구별되는 것을 신은 원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자연법의 준수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기
에 또한 이해되어지는 바는, [자연법이] 인간의 자의적인 발명품이자 그의 변
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돌보기 위하여 신
그 자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정된 수단으로서 준수될 것이 신에 의하여
인간에게 의무지어진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목적에 구속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필수적인 수단을 취하도록 그를 구속한 것으로 간주되
기 때문이다. 또한 나아가 사회적 생활이 신의 명령에 의하여 인간들에게 부
과된 것이라는 증거로는 종교에 대한 지각이나 신령자(神靈者)[Numen]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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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이 그 어떤 다른 동물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러한
것들은 법에 구속받지 않는 동물 안에서는 이해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은 인간의 정신 안에서는 매우 섬
세한 지각이 생겨나는데, 이 지각은 자연법에 위반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인
간의 정신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며 인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임박하지 않았을
때에도 두려워해야 마땅한 신을 거스른다는 것을 확신시킨다.

12.

법규는 자연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라는 관용구는 그러므로 마치 태어

날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
한 명제들이 인간의 마음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이는 부분적으로는 법규가 이성의 빛에 의하여 탐구되어질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최소한 공통되고 주요한 자연법의 조항[caput]들은 아
주 분명하고 명료하기에 즉시 동의를 발견하고, 또 이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므로 불경한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의
지각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에 아무리 강하게 몰두할지라도 다시는 지워버
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유로 성서에서도
“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7)

따라서 우리는 소년일 때부

터 시민 생활의 훈련으로 그것들에 대한 지각이 교육되어졌고, 또 언제 우리
가 이를 처음 흡수했는지 그 시점을 기억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
을 때 이미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누구나가 스
스로 모국어에 대해서도 경험하는 바이다.

13.

자연법으로부터 인간에게 지워지는 의무들의 구분은, 그것이 행사되는 대

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고려로부
터 이는 세 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분리된다. 이 중 첫 번째가 교시하는 것은
어떻게 올바른 이성의 명령만을 가지고 어떤 이가 신에 대하여 처신해야 하
는지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자신에 대해서 처신해야 하는지이며, 세 번째

7) 로마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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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처신해야 하는지이다. 비록 다른 인간들과
관련된 자연법의 계명들은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초로서 밑에 깔
았던 사회성으로부터 도출되지만 창조주인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도 또한 간
접적으로 그로부터 추론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다른 인간들에 대한 의무
의 궁극적인 확고함이 종교와 신령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기에 신앙
심으로써 채워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또한 사회적이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러
하다. 그리고 단지 이성만으로는 종교 안에서 그 종교가 현세에서의 평온함
과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만큼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종교가 영혼의 구원에 힘을 쓰는 한, 고유한 신적 계시로부터 나
오기에 그러하다. 하지만 인간의 그 자신에 대한 의무는 종교와 사회성으로
부터 함께 도출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과 관련된 어떤 바를 무조건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그가 신을 섬기는 자로서
적합하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그가 인간 사회의 유익하고 유용한 구성원
이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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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1장 자연 상태 속의 인간에 관하여

1.

우리는 다음으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상태[status]들로부터 요구되어지는 의무들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태라고 함은, 특정한 종류의 행위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놓이는 것으로 이해되는 조건을 우리가 부르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법[ius]들이 또한 그 상황에서 함께 한다.

2.

인간의 상태란 선천적인 것이나 후천적인 것이다. 이성의 빛으로서 비추어

지는 한, 선천적인 상태는 삼중의 방식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창

조자인 신(神)과의 관계이며, 또 하나는 개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이
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이다.

3.

첫 번째 방법으로써, 인간의 자연 상태는 다른 나머지 동물들보다 인간이

우월할 것을 창조자가 의도하였기에 그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인간이 그의 창조자를 인식하고 숭배하며,
그의 작품에 감탄하고, 자신의 삶을 나머지 짐승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이 상태는 짐승의 삶과 조건에 대

비되는 것이다.

4.

두 번째 방식으로써,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조건

들 아래에서 인간이 다른 이들로부터의 그 어떠한 도움도 없이 스스로만 남
겨진 조건을 상상하는 것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 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만
약 그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타인의 도움이 없다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나약한 상태를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에만 의존하
게 될 때 살아갈 미개한 삶을 생각해본다면, 틀림없이 그는 그 어떤 짐승보
다도 더욱 비참하게 보일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가 이러한 나약함에서 벗어
나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과, 우리가 현재 무한한 편익을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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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과,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들여
가꾸었다는 점은, 모두 타인의 도움을 통하여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
미에서 자연 상태는 인간의 근면함을 통하여 개화된 삶과 대비된다.

5.

세 번째 방식으로써, 우리는 한 명이 다른 이에게 특정 방식으로 구속되게

되는 그 어떠한 협정이나 인간 행위 이전에도, 자연적인 유사성에 의하여 비
롯되는 공통된 동족관계로부터만 인간이 상호간 관계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자연 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의미에서
그들 사이에는 공통된 지배자가 없고, 그들 중 누구도 다른 이에게 종속되지
않으며, 그들 사이가 유익한 행위나 침해행위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을 때에
자연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의미에서 자연 상태는 시민(사

회) 상태와 대비된다.

6.

나아가 이 자연 상태의 특성은 허구로, 내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묘

사된다고 고려되어질 수 있다. 만약 최초에, 카드무스 형제의 신화 와 같이
8)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떤 다수의 인간들이 존재했었다고 우리가 가정하
거나, 또는 전 인류가 너무나도 널리 분산되어 있어서 개개인이 스스로를 독
립적으로 다스리고 그들 사이의 자연적인 유사성을 제외한다면 서로 간에 어
떠한 연결고리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 정도라고 상상한다면 이는 허구로 묘
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 상태에서 한 개인은 다른 인간
들과 특정한 연합을 이루고 있으나, 인간이라는 특징을 제외한다면 그는 나
머지 사람들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며, 또 이를 제외한 다른 어떤 이유로
도 그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바로 이것이 현재 서로 다른 나라[civitas]들
과,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respublica]의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이며,
예전에는 서로 다른 가부(家父)들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7.

물론 전 인류가 동시에 한꺼번에 자연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

8) Phoenix와 Cilix는 그 이름 그대로 페니키아인들과 실리시아인들의 조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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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서 모든 죽게 마련인 인간이 기
원했다고 성서에서 가르쳐주는데, 이들은 동일한 부권(父權) 아래 종속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는 몇몇 인간들 사이에서 이러한 자연 상태가
등장한다. 죽게 마련인 인간들 중에서 초기의 인간들은 아직 비어있던 세상
을 채우고 자기 자신과 가축들에게 보다 넓은 거주지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따라서 부친의 집을 떠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였고, 개별 남성들은 자기
자신의 가문을 세웠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흩어진 그들의 후손들 사이에서
특별한 동족관계의 연결고리와 이로부터 나오는 감정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
고, 자연적인 유사성에서 비롯되는 공통성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인류가 놀라울 정도로 수가 늘어나고 고립된 생활의 불편함을 발견하게 되자
점차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 처음에는 작은 나라들을 이루었는데,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내지 강요되어서 합쳐짐에 따라 보다 큰 나라가 형성되
기에 이른다.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인간성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에 자연 상태는 의심의 여지없이 존재한다.

8.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특정된 법[ius]은 그들이 오로지 신

에게만 종속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상태는 자연적

인 자유[libertas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는 선행하여 개입하는 인

naturalis]

간의 행위가 없이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과 권능을 지니고, 그 누구의
명령권에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
에서 각자는 다른 이를 종속시키지도 않고 다른 이에게 종속되지도 않기에,
서로 평등[aequalis]하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인간 안에는 이성의 빛이 내재되
어 있고 그 빛줄기를 통하여 그는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연
적인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자신의 행동을 규제받
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건전한 이성에 합치되는 모
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 내재되어 있고 공
통된 경향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의 육체와 생명을 보전하고, 그것을 파괴
하고자 하는 것을 쫓아내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통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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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그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종속시키는 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상태
에서 수단이 자기 보존에 기여하는지 아닌지의 적합성은 개개인은 스스로 판
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든, 이를 받
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그 자신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
기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성의 명령과 자연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9.

비록 아무리 자연 상태가 자유, 즉 모든 종속으로부터의 면제라는 명분을

통하여 유혹할지라도 인간들은 나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추가적인
불이익[incommodum]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 상태에서 모든 인간
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상상하는지 아니면 격리된 가부들의 상황을
고려하는지를 불문한다. 왜냐하면 네가 만약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고, 인간들의 수완[sollertia]을 통하여 삶을 보다 세련
되고 덜 힘들게 만드는 모든 편익과 원조가 없는 사람을 상정한다면, 헐벗고,
말도 못하며, 궁핍하고, 초근목피(草根木皮)를 통하여 배고픔을, 우연히 발견
하게 되는 물을 통하여 갈증을, 동굴을 통하여 날씨의 가혹함을 가능한 만큼
쫓아내며, 맹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이와 접할 때마다 겁에 질리는 동물
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격절된 가족 안에서 사는 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개
화된 삶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삶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비교될 수가 없는데, 이는 그 한정된 욕망으로 인하여 가족도 쫓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빈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곳에서는 안전을
돌보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자연 상태에서 각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보호되지만, 공동체에서는 모두의 힘에 의해서 보호된다. 전자의 경
우에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근면함에 의한 과실이 보장되지 않지만, 후자
의 경우에는 모든 이들에게 보장된다. 한쪽이 정념(情念)의 지배, 즉 전쟁, 공
포, 궁핍, 추함, 고독, 야만, 무지(無知), 잔인함의 지배라면, 다른 한쪽은 이성
의 지배, 즉 평화, 안전, 부(富), 아름다움, 사회, 우아함, 지식, 선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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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아가 자연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약정을 통하여 타인에게 지는 부담을

이행하려 하지 않거나 손해를 가하거나 달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명령
권에 의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분
쟁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국가에서는 모두를 위한 재판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연은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전쟁으로 치
닫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대의의 정당성에 스스로가 충분히
설득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안이 보다 온건한 방법으로 조
정되어질 수 있는지가 시도되어져야 하며, 이는 즉 당사자들 사이의 우호적
인 논의로써, 그리고 순수한(조건부가 아닌) 화해, 다시 말해 중재인에게의

회부[provocatione

ad

로써 시도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재인들은 각

arbitros]

당사자에게 공평해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그 어떤 증오나 친분에
자신을 내맡겨서는 안 되며, 그저 사건의 잘잘못만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한쪽의 승리보다 다른 한쪽의 승리로부터 어떤 이의 이익이나
특별한 영광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나타나고, 따라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라도 일방 당사자가 승리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가 되는 경우, 그 자는 일반
적으로 중재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재인과 당사자들 사이
에서는 어느 한쪽에 대하여 유리하게 선언하도록 하는 그 어떠한 약정이나
약속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중재인이 당사자들의 공통된 인
정이나 확실한 문서[instrumentum], 혹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회계장부나 표
식으로부터 무엇이 사실인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그는 증인[testis]들의
진술로부터 이를 찾아내야만 한다. 이들은 자연법에 의하여, 그리고 많은 경
우에는 서약의 위구[juramenti

에 의하여 진실을 말하도록 의무지어질

religio]

수 있으나, 한쪽이나 다른 한쪽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호의, 증오, 복수에 대
한 열망이나 기타 강렬한 마음의 동요, 내지는 심지어 매우 친밀한 유대와
같은 정념을 품고 있는 관계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함을 모든 이들
이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동기들로 양심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는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때때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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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통된 친구의 개입을 통하여 서로 회피가능하며, 이것이 가장 신성한 의
무 중 하나로 여겨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태
에서의 집행에 대해서는, 한쪽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를 받아내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된다.

11.

또한 비록 자연 그 자체가 인간들 사이에 일종의 동족관계가 있기를 원

하였고 이를 통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금지되며, 더 나아
가 각자에게 타인의 이득을 위하여 헌신할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자연적 자유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이런 동족관계는
매우 약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료 시민이 아닌 자나 우리와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자는 비록 적으로 여겨지지는 않을지라도 항구적이

지 않은 친구[amico

parum firmo]

로 여겨진다. 이는 인간이 타인을 충분히 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매우 자주 그러
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사악한 본성이나, 지배 혹은 사
치품의 소유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도록 충동질한다. 어
떤 이들은 설사 유순한 본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자기 보존의 열망에 의해서
타인에 의하여 저해되지 않기 위해 무기로 치닫는다. 동일한 바가 많은 이들
을, 재능의 경쟁이 어떤 이들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는 의심은 거
의 항상 번성하고 있는데, 불신, 타인의 힘을 뒤엎고자 하는 열망, 타인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망, 내지는 타인의 몰락을 통하여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선한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타인
을 공격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듯이, 자신의 안녕에 헌신하는 조심스러
운 이는 모든 이들을 친구라고 여기지만 언제라도 적이 될 수 있다고 여기
며, 모두와 평화를 유지하지만 곧 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평화 상태에서도 전쟁을 유념하는 국가는 다행이라고 여겨지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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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5장 국가를 구성하고자 하는 충동적인 이유에 관하여

1.

비록 지금까지 열거된 의무와 신분[status]들로부터 획득될 수 없는 쾌적함

과 이익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마련인 인간들이 어째
서 이 소규모의 작은 사회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civitas]라는 이름의 큰 사회
를 구성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제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초
로부터 인간의 시민(사회) 상태[status

와 함께하는 의무들에 대한 이유

civilis]

들이 추론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2.

인간이란 선천적으로 시민 사회에 이끌리기 마련이므로, 그것 없이 그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살고자 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충분하지 않
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과 그 이익을 최대한 사랑하는 종류의 동물이
라는 점은 실로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자발적으로 시민 사
회를 추구할 경우, 그곳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어낼 수 있는 유익함
을 기대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사
회가 없다면 인간은 가장 불쌍한 동물이 되었을지라도, 인간의 선천적인 욕
구와 필요는 인간성이나 협약에 기초를 둔 의무와 최초의 사회를 통하여 충
분하게 만족되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시민 사회로 그의 천성이 무조건적으
로 향한다는 점은 인간의 사회성으로부터 즉시 추론되어질 수는 없다.

3.

국가의 구성으로부터 어떠한 조건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지를; 누

군가가 정치적 동물, 즉 좋은 시민이라고 참되게 불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
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에서 발견되는 것들 중 무엇이 시민으로서의

삶의 성질에 있어서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는 보다 명백
해질 것이다.

4.

시민이 되는 자는 자연적 자유를 잃게 되며 생사여탈권이 포함된 명령권

에 종속되는데, 그것의 명령을 통하여 명령이 없는 다른 경우라면 기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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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은 것들이 행해져야 하고, 몹시 탐냈을 많은 것들이 단념되어야 한다.
더욱이 많은 행위들이 사회의 이익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데, 이는 종종 개인
의 이익과는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선천적으로 내재된
경향을 통하여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고자 하지를 않고, 모든 것을 자
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며,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

5.

우리는 지배자의 명령을 선뜻 따르는 자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힘

을 다해 애쓰고 기꺼이 사적인 이익을 뒤로 미루며 더욱이 국가에게 있어서
이익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를,
마지막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호의적인 자를 우리는 진정으로 정치적 동물,

즉 좋은 시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소수의 성품들만이 이러한 목적에 맞추
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대다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어떻게든 억
제된다. 많은 이들은 그들의 삶 전부를 통하여 악한 시민이자 비(非)정치적
동물로 머무른다.

6.

마지막으로, 그 어떠한 동물도 인간보다 더 사납거나 제어되지 않고, 사회

의 평온을 해치는 악덕(惡德)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짐승
들에게도 늘 함께 존재하는 음식과 성(性)에 대한 욕망을 제외하더라도, 인간
은 짐승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악덕들에 의하여 자극되는데, 예를 들
어 필요 이상의 여분의 것들에 대한 충족될 일 없는 욕망, 그리고 최악의 것
으로 야망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나아가 받은 가해에 대하여 너무나도 오랫동
안 남아있는 기억과 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증대되는 복수에 대한 열망도 있
다. 또 무한하게 다양한 종류의 취향과 욕망, 그리고 자신의 기호(嗜好)를 높
이 들어 올리고자 하는 각자의 완고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종(種)에 대한 흉포함에 미친 듯이 즐거워하기에, 사람의 살아가는 상황 안에
서 당하는 해악의 대부분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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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러므로 가부(家父)들이 자연적인 자유를 버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내려온 참되고 우선적인 이유는 인간을 위협하는 인간이라는 해악에 대항하

여 그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지고지선한 신(神)
의 다음으로 인간을 가장 도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고, 이와 동등한 정도의
해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장이 없다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먹어치울 것이다’라는 말을 격언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인간의 악의와
그 대책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했다. 그러나 인간들이 국가를 통하여 상호
간의 가해로부터 안전해지도록 질서가 잡힌 이후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
에게로 산출되는 이익들을 보다 풍요롭게 누리게 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
라오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다 호의적인 습속들이
몸에 배게 되었고 사람의 삶을 부유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기술들을 발견하고
육성하게 되었다.

8.

만약 인간의 악의를 통제하는데 다른 수단은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이유는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자연법은 손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인간들에게 명할지라도, 법
에 대한 존중만으로는 자연적인 자유 안에서의 충분하게 안전한 삶을 인간들
에게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받지 않을 것이 장담되더라도
타인을 해하고자 하지 않을 정도로 자제심이 있는 자들이나, 결과로 따라올
해악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다른 자들이 비록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맞은편에는 이득에 대한 기대가 미소를 지을 때마다
모든 법률[ius]이 쓸모없게 되고, 스스로의 힘이나 교활함에 대한 자신이 있
어서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가해한 자들을 격퇴하거나 회피하기를 바라는
다수의 자들이 있다. 만약 자신의 안전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자들로부터 스
스로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며, 국가의 조력
을 얻는 것보다 그 보호를 더 편하게 얻는 방법이란 없다. 왜냐하면 비록 어
떤 이들은 서로를 돕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을 나누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판단을 하나로 하고 약속을 수행할 의지들을 굳건하게 속박하는 무언가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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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다면, 한 개인이 다른 이들에게 틀림없는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
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9.

마지막으로, 비록 자연법은 타인을 가해하는 자가 처벌 없이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

한 신령자(神靈者)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은 모든 종류의 인간들의
악의를 억제할 힘을 가지지는 못한다고 이해된다. 왜냐하면 교육과 습관의
흠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이성의 힘에 귀머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오직 현재의 것에만 열중하며 미래에 무관심하고, 감각에 걸려드는
것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 그러나 신성한 복수는 늘 천천히 걷는 법이기
에 죽게 마련인 사악한 인간들에게 불경한 자들의 불행을 다른 이유로 돌릴
기회를 주는데, 그들은 대중이 행복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들을 사악한 이
들이 풍요롭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기에 그러하다. 나아가 죄악에 선
행하는 양심의 가책은 행위가 더 이상 돌이켜질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것보다
덜한 법이다. 사실상 사악한 욕망을 억제하는데 즉효이자, 인간의 본성에 걸
맞는 대책은 국가들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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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6장 국가의 내부적인 구조에 관하여

1.

바로 다음으로 우리가 검토해봐야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가 세

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부적인 골격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이
다. 우선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바는, 인간의 사악함으로부터 비롯하는
개인을 위협하는 해악에 대해서 어떠한 장소나 무기, 짐승보다도 다른 인간
이 더욱 유용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다만
그들의 힘은 먼 거리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기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다른 인간들과 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이다.

2.

동일하게 명백한 바는, 둘 또는 셋의 합의로는 다른 인간들에 대한 그러한

종류의 안전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들이 소수의 자들을 억압하고자 공모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에, 그 다수의
자들에게 있어 소수의 자들에 대한 무엇보다도 확고한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성공과 면책의 기대는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것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소수의 인간들의 적에 대한 가세(加勢)가 그들에
게 승리에 대한 계기가 되지 않도록, 상당한 다수의 인간들이 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여든 많은 개인들 사이에서는 그 동일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비록 다수
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서 합의된 바가 없고, 대신 의견이 분열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면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어
떠한 충동에 의한 영향 아래 그들은 일시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
도 인간의 천성과 성향은 변덕스러운 것이기에 곧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나
갈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들 사이의 협약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힘을 공
동의 방어를 위해 바칠 것을 약속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서도 그 다
수는 장기간 동안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추가적인 무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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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져야하는데,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원인으로 평화와 상호간 원조에 일단
합의한 이들은 이후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공동의 이익과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 다시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4.

그 외에도 인간의 천성 안에서 특히 두 가지 결점과 마주치는데, 이는 자

권자(自權者)[sui

iuris]

로서 상호간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 많은 자들이 공동

의 목적을 위하여 오랫동안 협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하나는 그 목적을 위해
무엇이 가장 유용한지를 가려내는 일에 대한 다양한 성향과 견해인데, 여기
에는 많은 경우 어떤 다수의 의견이 더욱 유리한지 분간함에 있어서의 우둔

함, 그리고 어찌되었든지 누군가의 마음을 끈 바를 끈질기게 방어하고자 하
는 고집과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지체하는 이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의무
를 행하도록 구속하는 어떤 강제성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나태함과, 유용한
것을 자진해서 행하는 일에 대한 기피이다. 첫 번째 결점은 만인의 의지를
하나로 영구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결점은,
공동의 유익함에 저항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이고 분별에 이르는[in
incurrens]

5.

sensu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어떠한 권능이 제정된다면 예방할 수 있다.

각자가 자신의 의지를 한 명 혹은 하나의 협의체에 굴복시키는 것 외에

많은 이들의 의지를 통일시키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
고, 따라서 이후에는 한 명 또는 하나의 협의체가 공동의 안전에 대하여 필
요하다고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개개인의 그리고 전체의 의지로서 받아
들여져야 한다.

6.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가 자신들의 힘에 대한 감독을 넘긴 바로 그 자가

원하는 대로 전체와 개개인이 자신들의 힘을 바치는 식으로 서로를 구속하는
것 외에, 전체로부터 두려움 받아 마땅할 만큼의 권능이 다수의 사람들 사이
에서 수립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의지와
힘 양쪽 모두 통일된다면, 그 때야 마침내 인간 다수는 가장 강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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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us],

7.

즉 국가[civitas]로 변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협약

과 하나의 결정[decretum]이 요구되어 진다. 우선 자연적인 자유에 놓

[pactum]

였다고 이해되어지는 많은 자들이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모였을 때, 그들 사
이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단일하고 영속적인 단체[coetus]로 연합하고,
그들의 안녕과 안전에 대한 수단을 공동의 협의와 통솔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은 것인데, 한 마디로 그들은 상호간 동료 시민이 되기를 원
하는 것이다. 그들 전체와 개개인이 이 협약에 동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동
의하지 않는 자는 형성될 국가의 바깥쪽에 머무른다.

8.

이러한 협약 이후에는 어떠한 정부의 형태가 도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점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공동의 안
녕을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떠한 것도 꾸준히 이행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9.

정부의 형태에 관한 결정 이후, 초기 국가의 정부가 맡겨지게 되는 그 혹

은 그들이 결정될 때 또 다른 협약이 필요하다: 이 협약을 통하여 그들은 공
동의 안전과 안녕을 돌보도록, 나머지 이들은 그들에게 복종을 제공하도록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만인은 그들의 의지를 그 또는 그
의 의지에 복속시키며, 동시에 공동의 방어를 위하여 스스로의 힘의 사용과
적용을 그 또는 그들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이 협약이 제대로 시행될 때에서
야 드디어 완전하고 통례적인 국가가 나타난다.

10.

이렇게 구성된 국가는 하나의 위격체[位格體,

로서 인식되고, 다

persona]

른 모든 개별 인간으로부터 하나의 이름으로 구별되고 식별된다; 그리고 그
것은 스스로의 고유한 권리들과 재산을 가지는데 이는 최고의 명령권을 지닌
자, 즉 국가의 정권이 맡겨진 자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다수, 심지어 그들
전체도 그것에 손을 댈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는 복합적인 법인격으로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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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다수의 협약에 의하여 엮기고 단일하게 된 그의 의지는 만인의 의지
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렇기에 개개인들의 힘과 능력을 공동의 평
화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1.

그러나 공적 행위의 근원으로서의 국가의 의지는 한명의 인간이나 하나

의 협의체에 최고의 권한[summa

이 맡겨진 만큼, 그 또는 그것을 통

rerum]

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한 명의 인간의 손에 국가의 정권이 있는 곳에
서,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으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가 좋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국가는 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그에게 온전한 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진다).

12.

그러나 각자가 자연적 의지를 유지하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국

가의 정권이 맡겨진 곳에서는, 전체의 의지를 대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은 한, 협의체를 구
성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동의한 것이 국가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통
례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두 가지 의견에 대한 대립에 있어서 동일한 수일
때에는, 사안은 원래의 상태대로 머무른다. 복수의 의견 대립 사이에서는 다
른 어떠한 개별의견보다도, 공적인 법규[sanctio]에 따라 달리 전체 의지를 대
표할 수 있는 만큼의 수가 동의하는 다수의 의견이 우선한다.

13.

국가가 이렇듯 구성됨에 따라 명령권이 맡겨지는 것이 한 명의 인간, 소

수에 의한 하나의 협의체, 또는 전체인가에 따라 군주, 의회, 또는 자유민이
라고 불린다. 나머지는 신민(臣民) 내지는 시민(市民)이라고 불리는데, 후자의
명칭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진다. 다만 보다 압축된 의미에서 스스
로의 동맹과 합의를 통하여 최초에 국가를 이루었던 이들이나 그들의 자리를
계승한 이들, 즉 가부(家父)를 시민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어떤 이들도 있다.
나아가 시민은 선천적이거나 귀화한 자들이다. 전자는 국가 탄생의 시초에
현존했던 자들 혹은 그 자손들이며, 그들을 생래인[indigena]이라고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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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관습이다. 후자는 외부로부터 이미 구성된 국가로 성공[fortuna]의 터전
을 확보할 목적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그저 일시적으로 머무를 목적으로 국
가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그 동안에는 국가의 명령권에 종속될지라도, 시민
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peregrinus]

혹은

거주민

으로 불린다.

[inquilinus]

14.

그러나 위에서 국가의 기원에 대하여 기술된 바는, 시민에 대한 명령권

[imperium

civile]

이 신으로부터 왔다고 올바르게 얘기되어지는 것을 방해하

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자연법이 모든 인간들에 의해 준수되는 것을 원하
였고, 실로 인류가 늘어난 이후에 인간들 사이에서는 자연법을 위한 거의 어
떠한 장소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삶이 나타났을 것이지만, 그것의
준수는 국가의 설립을 통하여 탁월하게 촉진된다. 그러므로 (목표를 명하는
자는 나아가 목표에 필요불가결한 수단을 명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신 또
한 이성의 명령이라는 중개를 통하여, 늘어난 인류에게 마치 최고의 명령권
[summum

으로 인하여 생명이 불어넣어진 것과 같은 국가를 구성

imperium]

하도록 우선적으로 명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나아가 성서에서 그 질서는
명백하게 승인되어 있으며, 그 신성함을 특별한 법을 통하여 공고히 하고 있
고, 또한 그것이 신에게 특별하게 관심사임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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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7장 최고 명령권의 역할에 관하여

1.

최고 명령권의 기능이 무엇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그 힘이 국가 안에서 드

러나는지는 국가의 본질과 목적으로부터 명확하게 도출되는 것이 가능하다.

2.

국가 안에서 국가의 안녕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에 관하여 만인은 그들

의 의지를 명령권자들의 의지에 복종시켰기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무엇
이든지 행하기를 원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령권자들이 그러한

사안에서 자신들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바를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단지 개개인에 대한 지

시에 의해서만이[per

mandata

ad

singulos]

아니라,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것이 만인에게 항상 명백하도록 일반 규율에 의하여서도[per
generale

regulas]

행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무엇이 각자의 것이고 무엇이

타인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국가 안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
용되지 않는지, 무엇이 명예롭고 무엇이 명예롭지 않은지, 각자의 자연적 자
유로부터 무엇이 남아있고 각자가 어떻게 스스로의 권리 행사[usus]를 국가
의 평온과 조화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자권자가 다른
이로부터 무엇을 요구하고 또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가 종종 정의 내려진
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은 국가의 고결함[decus]
과 평온에 가장 중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3.

나아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들이 상호간의 합의와 조력을 통

하여 인간들이 가할 수 있고 또 종종 가하는 손해[damnum]와 불의[iniuria]
에 대항하여 안전해지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동일한 사회로 연합한 이들
로부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함

께 평화조약을 맺거나 단순한 상위자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드러내는 것만으
로는 충분하지 않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즉각 이행할 능력을 필요
로 한다. 이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어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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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보다 큰 해악이도록 형벌은 균형 잡혀야 하며, 따라서 형벌의 가혹
함은 불의로부터 얻어지거나 기대된 쾌락이나 이익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두 가지 해악으로부터 덜한 것을 고르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임박한 형벌을 통하더라도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억제되지 않을지라도 이는 예외적인 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인간의 조건은
이러한 예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4.

더 나아가 개별 행위[factum]에 대한 올바른 법의 적용에 관하여 논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주장되어질 경우
에는 많은 것들이 신중하게 형량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 사이에서 평
온이 유지되기 위해서, 시민의 쟁송[lites]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

고, 법에 반하는 것으로 주장되어지는 개개인의 행위를 조사하고, 또한 법에
합치되는 형벌을 선언하고 집행하는 것은 최고 명령권의 역할이다.

5.

나아가 국가로 함께 연합한 자들이 외부인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 적

의 불확실한 수나 힘에 해당하는 만큼 공동의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
이는 사람 수를 모으고 결합하고 무장시키거나 그에 대신해서 고용하고, 반
면 유익할 때에는 평화를 이루는 것은 최고 명령권의 역할이다. 그리고 동맹
을 맺는 것은 전쟁을 할 때와 평화로울 때의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

[foedus]

는데, 다른 국가들의 편익을 보다 원활하게 나누어가지는 것이 가능해질뿐더
러 보다 강한 적이 연합된 힘으로 격퇴되거나 그 순위가 떨어지게 될 수 있
다. 그러므로 최고 명령권의 양쪽 중 어느 때이든 도움이 되는 동맹관계로
들어가고, 모든 신민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구속시키며, 동시에 이로부터 흘러
넘치는 모든 편익을 국가로 유도하는 것은 최고 명령권의 뜻에 달려있다.

6.

그리고 전쟁의 때이든 평화의 때이든 큰 국가의 사안들은 장관[ministrus]

과 관료들[magistratus] 없이 혼자서 수행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최고 명령
권에 의하여 자신을 대신할 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는 시민들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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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조사하고, 이웃의 계획을 탐지하며, 군대를 지휘하고, 국가의 자원을 모
으고 분배하는 등, 한마디로 말해 모든 방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돌보게 된다.
그리고 최고 명령권자는 그들이

의무를 행하도록 강제하고 또한 행한 바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7.

또 평화로울 때이든 전쟁을 할 때이든 국가의 사안은 비용[sumptus] 없이

처리되어질 수 없기에, 시민들에게 그 비용을 대도록 요구하는 것은 최고 명
령권의 역할이다. 그라고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시
민들은 이러한 용도를 위하여 그들이 사는 지방의 재산 내지 산출물 중 어떤
일부를 따로 보관해 두거나, 개별 시민들이 스스로의 재산으로부터 공여하고
동시에 필요할 때에는 스스로의 노력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내지 수입되고
수출되는 상품(그러나 전자는 주로 시민들에게, 후자는 외국인들에게 부담이
된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또는 소비되는 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적당
부분이 잘라내어질 수도 있다.

8.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행동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의견에 의하여 지배되어진

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익숙해진 바대로, 판단되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봐왔
던 대로 종종 판단을 내리곤 한다. 그리고 매우 적은 이들만이 스스로의 재
능을 통하여 진실과 고결함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목적과 필요에 올
바르게 조화되는 그러한 교의(敎義)[doctrina]가 공개적으로 울려 퍼지는
[personare]

것과 함께, 이로부터 시민의 정신이 소년기 때부터 물들여지는

것이 국가에는 이롭다. 따라서 교의를 공개적으로 가르칠 자를 지정하는 것
은 최고 명령권의 역할이다.

9.

더 나아가 최고 명령권의 역할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기에, 국가의

형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체와 개별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손
안에 속해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중 하나 내지 둘이 실제로 결여되어
있다면 명령권에는 결함이 있는 것이며, 국가의 목적을 돌보는데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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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이들이 나누어지게 되어, 몇몇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손 안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이의 손 안에 있게 된다면, 상호 연관성이 부족
한 비정상적인 국가가 나타나는 것이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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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8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1.

최고 명령권이 한 명의 인간, 소수에 의한 하나의 협의체, 또는 만인에게

있는지가 확인됨에 따라서, 그것은 국가의 다양한 형태를 종종 발생시키고는
한다.

2.

그리고 국가의 형태는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이다. 최고 명령권이 하나의

주체 안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는 분리되거나 변화되는 일 없이, 단일한 의지
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의 모든 부분들과 사안들에 대한 것을 자기 자신이 관
리한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는 비정상적인 국가의 형태가 된다.

3.

정상적인 국가에 속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이다. 첫 번째는 한 명의 인간

의 손에 최고 명령권이 있는 경우이며, 군주정[monarchia]이라 불린다. 두 번
째는 선별된 시민만으로 이루어진 협의체의 손에 최고 명령권이 있는 경우이
며, 귀족정[aristocratia]이라 불린다. 세 번째는 가부(家父)들 전체로 이루어진
협의체의 손에 최고 명령권이 있는 경우이며, 민주정[democratia]이라 불린
다. 첫 번째에서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는 군주[monarcha]라고 불리며,
두 번째에서는 귀족[optimates]이라 불리고, 세 번째에서는 인민[populus]이
라 불린다.

4.

이 모든 형태들에서 권능은 실로 동일하다. 그러나 군주정은 나머지 형태

들보다 확연한 유리함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즉 명령권이 실제로 집행되어
지는 심의와 판단의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장소적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며, 오히려 언제 어디서든 심의되고 판단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으로서, 군주에게는 명령권의 실행을 즉시 집행할 권한이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단일한 자연인이 아닌 귀족과 인민의 경우에는 특정한 장
소와 시간에 모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때에서야 공적 사안에 대하여 심의
하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다수 의견의 합치로 귀결되는 의원들과 인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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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5.

다른 권리들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최고 명령권에 관해서도, 어떤 장소에

서는 잘 관리되며 어떤 장소에서는 그릇되고 미숙하게 관리되는 것이 발생한
다. 따라서 어떤 국가들은 건전하다고, 또 어떤 국가들은 병들고 부패하였다

고 말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국가의 특별한 형태나 종류
를 고안해낼 필요는 없다. 다만 국가를 병들게 하는 질병들과 관련해서 몇몇
은 인간들과, 몇몇은 국가 그 자체와 밀접하고 있다. 따라서 몇몇은 인적(人
的)

결함들[vitia

hominum]

로, 몇몇은 국가적(國家的) 결함들[vitia

로

status]

여겨진다.

6.

군주정의 인적 결함들은 다음과 같다: 만약 옥좌를 차지하는 자가 통치의

기술로부터 떨어져있고, 국가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거나 혹은 불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서, 사악한 장관들의 야망이나 탐욕에 의하여 찢어지게 된 국가
를 욕되게 하거나; 그가 가혹함과 화를 잘 내는 것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자거나; 아니면 필요성 없이 국가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즐기는 자이거
나; 국가의 비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아둔 바를 사치나 무분별한 방탕을 통
하여 낭비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금전을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서 축적
하거나; 오만불손하고 정의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악한 군주의 이름을 얻게
되는 다른 어떤 결점들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7.

귀족정의 인적 결함들은 다음과 같다: 만약 악덕하거나 무능력한 이에게

부정수단이나 그릇된 방법을 통하여 의회로의 길이 열리거나; 귀족들 사이가
당파로 분열되거나; 평민[plebs]을 노예와 같이 이용하려 하거나; 아니면 사적
인 가산(家産)[patrimonium]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을 착복하는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8.

민주정의 인적 결함들은 다음과 같다: 만약 무능력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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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소란스럽고 독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는 일이 종종 있거나;
탁월하고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능력이 억눌리거나; 경솔함으로 인하여
법이 함부로 공포되거나 폐지되고, 찬성한 바가 이유 없이 금방 반대되어지
거나; 비천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사안의 처리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
하다.

9.

그 어떠한 종류의 국가에도 존재하는 인적 결함들은 다음과 같다: 만약 명

령권의 관리가 본분인 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소홀하게 내지 잘못되게 수행
하는 경우와, 만약 복종하는 것만이 영예로 남아있는 시민들이 그 구속을 비
판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10.

나아가 국가적 결함들은 다음과 같다: 법이나 국가의 제도가 인민이나 지

역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민들을 내부적인 혼란 속으로 몰아넣거나
혹은 이웃의 정당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보존에
필요한 기능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예를 들어 국가의 법으로 인하여 전쟁을
싫어하는 무기력함으로 늘어지게 되거나 평화를 견디어내지 못하는 상태로
이를 수밖에 없게 하거나; 기본법이 공적 사안이 느리게 또는 어렵게 수행되
어질 수밖에 없도록 배치된 경우가 그러하다.

11.

그러한 병든 국가들에 많은 이들이 특별한 명칭들을 적용하는데, 결함 있

는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결함 있는 소수의 국가는 과두정으로; 결함 있는 인
민의 국가는 중우정(衆愚政)으로 불린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러한 용어들
을 통하여 국가의 질병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status], 또는 명령권자들
에 대한 스스로의 감정이나 불만족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한다.

[imperantes]

왜냐하면 왕이나 군주에 의한 국가를 싫어하는 자는 정당하면서도 선한 임금
을 종종 참주[tyrannus]나 독재자[dominus]라고 부르고는 하며, 특히 그가 법
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의회로부터 제외
된 것을 슬퍼하는 이는, 스스로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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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여기면서, 멸시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들을 과두정의 일원[ὀλίγος]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즉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소수의 자들로서, 동등하거나 보다 뛰어난 이들에게 오만불손하게 명령권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본성을 지니고 인민의 평등함을 마음
에 들지 않아하는 이들은, 민주정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통하
여 국가에 대하여 투표한다는 점을 보면서, 어느 국가에서나 평민의 숫자가
가장 많기에 이를 중우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즉 저속한 무리가 권력을 차
지했기에 자기 자신들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뛰어난 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특
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12.

비정상적인 국가[respublica

irregularis]

란 국가의 본질을 이루는 그 결합

체가 그리 완벽하게 포착되지는 않는 국가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통치에
내재하는 병리현상이나 결함의 척도로 인해서가 아니라 공법(公法)이나 관례
를 통하여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국가이다. 그러나 올바른 형태
[rectitudo]

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한할 수 있기에, 비정상적인 국가도 특

정하고 확정된 유형을 확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성질은 하나
내지 두 가지 예로써 명백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 안에서 의회와 인민의 양쪽 모두가 공적 사안에 대해서 최고 권한을 가
지고 처리하면서 그 어느 쪽도 다른 쪽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경우가 그러
하다. 또는 어떤 왕국에서 귀족[procer]의 권한이 왕성하여 오직 동등하지 않
은 동맹자로서만 왕에게 종속되는 경우이다.

13.

복수의 완전한 국가들이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로써 결합될 때 우리들은

이를 국가 간의 조직들[systematum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들의

civitatum]

힘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의 힘으로서 여겨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조직들은 특히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동의 왕을 통해서
이며 다른 하나는 동맹 관계를 통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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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의 왕을 매개로 하는 조직들은 복수의 독립적인 왕국들이 합의 내지

는 결혼의 기회로써, 상속으로써, 또는 승리로써 한 명의 동일한 왕을 가지
되, 하나의 왕국으로 연합하지는 않고 대신 각자의 개별적인 기본법에 따라
공동의 왕에 의하여 통치되어질 때 출현한다.

15.

다른 종류의 조직은, 주로 외부에 대한 방어와 관련하여 최고 명령권의

일정 부분이 모두의 동의로부터 결정될 때에만 행사되도록 하는 항구적인 동
맹을 통해 이웃하는 복수의 국가들이 결합되고, 다만 기타 개별 국가의 자유
와 독립은 고스란히 남아 있을 때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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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9장 시민 명령권의 성질에 관하여

1.

전(全) 국가가 통치되는 모든 명령권은 그 어떤 정부의 형태에서도 최고의

것인데, 이는 즉 자기 자신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어떠한 상위자
인 인간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재량으로 행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그 행위는 그 어떤 상위자에 의해서도 무효화되어질 수 없다.

2.

따라서 그 동일한 명령권은 무구속적[ἀνυπεύθυνος]인데, 이는 다른 말로는

만약 그가 남에게 이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 그 명목으로 마치 상급자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은 인적(人的) 형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
서 그 어떠한 인간에게도 [국사(國事) 운영을] 해명해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3.

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최고 명령권은 인간이나 시민의 법과 같은 것들에

비해서 우월하므로 이들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
들은 그 기원과 같이 그 지속 또한 최고 명령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 명령권이 이들에 종속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자가 그 자신에 대하여 우월할 것이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최
고 명령권자가 법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시민들에게 명하였고, 그 내용이 자
기 자신에게 또한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또 법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데 이로울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최고 명령권은 특별한 신성함[sanctimonium]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의 정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혹함 또한
마치 올곧은 아이들이 부모의 괴팍함을 견디어 내듯이 시민들이 인내심을 가
지고 견디어 내어야만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무자비한 불의로 협박해
올지라도, 개개인은 가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부모인 이에게 칼
을 뽑을 바에는 차라리 도피를 강구하거나 혹은 그 화(禍)가 아무리 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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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내하고자 할 것이다.

5.

나아가 최고 명령권은 특히 군주정과 귀족정에서, 어떤 곳에서는 절대적이

고 어떤 곳에서는 제한적으로 발견된다. 절대적 명령권은, 특정되고 항구적으
로 제정된 규범에 따라서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요구한다고 보이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를 관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순간이 요구하
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재량으로써 국가의 안녕을 돌보는 군주에게 속한다고
말해진다.

6.

그러나 한 인간의 판단은 잘못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이토록 많은 자유

안에서는 더더욱 그의 의지가 나쁜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쉬우므로, 어떤 국
민들에게는 그 명령권의 행사를 특정한 한계로 제한하는 것이 사려 깊은 것
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왕위를 넘길 때 명령권에 속하는 권한들에 대한 관리
를 규율하는 특정한 법률들에다가 왕을 속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사전에 결정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할 때에는, 인
민 또는 회합에 소집된 그들의 대표들이 사전 동의하지 않으면 수행되지 않
을 것을 그들은 원했는데, 이는 왕국의 안녕을 소홀히 할 사소한 기회조차
왕에게 주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7.

마지막으로, 왕국 안에서 왕권을 유지하는 수단과 관련해서 어떠한 차이와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 이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어
떤 왕들은 세습을 통하여 왕권을 지닌다고 말해지며, 따라서 그들은 내키는
대로 이를 나누거나 분리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는 무기를 통하여 스스로 왕국을 획득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민을 얻은 이들
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인민들이 원해서 받아들여진 다른 왕들은
비록 최고의 권한으로써 명령권을 행사하지만, 그들은 내키는 대로 왕국을
나누거나 분리시키거나 양도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왕국을 계승자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기본법이나 인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관습을 따르는 것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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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며, 이러한 이유로 어떤 이들에 의하여 이는 일정 측면에서 용익권(用益
權)[usufructus]과

견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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