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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무효화시키는 사법심

사에 대하여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민주주의원리에 반한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거론되는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인지, 민주주의와 대의제 정부는 동

일한 것인지, 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의 문제가 먼저 정해지지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본질

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공동체 구성원의 동등한

지위의 보장이라고 보는 드워킨의 이론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와 동

의어처럼 통용되고 있는 다수결주의에 대하여 그 위치를 명확히 하

고, 각 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민주주의적 조건이 무엇

이며 그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제도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법원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

드워킨에 의하면 법에는 법규칙 이외에 이러한 법규칙을 뒷받침하

는 법원리가 있는데, 법규칙이 흠결되었다고 하여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법원리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권

리를 찾아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권리를 확정

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집단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논변이 아니라 법 원리적 논변이다. 이와 같이 재판의 기초

가 될 수 있는 법 원리는 정치 도덕적 합의와 관련되므로, 법과 도

덕은 분리될 수 없다. 드워킨은 법을 인테그리티로서 관념하므로,

해석적 대상으로서의 법에 대해서는 해석자가 해석 당시 공동체 구

성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합의된 선이해를 전제로 해석대상에 대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한 목적 하에서 전반적인 법실무에 부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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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차의 덕목을 충족시킴으로써 해석 대

상 텍스트를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고 한다. 따

라서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헌법제정자의 의도에 기초하는 원의

도주의적 해석, 소극주의적 해석, 적극주의적 해석 등은 해석자의

관점을 은폐하거나, 법이 갖추어야 할 인테그리티를 훼손하므로 적

절하지 않다고 한다.

드워킨은 미국에서의 인종평등에 관하여 인종에 의한 차별에 대한

구성적 해석으로서 편견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

여 이른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경우에는 편견에 기초한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브라운 판

결과 바키 판결을 통해 논증하고 있고, 미국 헌법의 수정 제14조에

기초한 프라이버시권이 임신과 출산 여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도 논증한다.

드워킨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다수결주의라기 보다는 공동

체 구성원의 동등한 지위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주의적 관념’에 대비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으로

정립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으로서 파트너십 민주주의

를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드워킨은 이러한 파트너십 민주주의가 충

족되는 경우에 다수자의 이해와 대립되지 않게 소수자의 권리가 보

호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따라서 드워킨에 의하면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공

동체 구성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주요어 : 사법심사, 헌법재판, 다수결주의, 원의도주의, 법원리, 법

규칙, 바키, 낙태, 제대군인, 가산점, 인테그리티

학 번 : 2002-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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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1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1978년 

판본은 1977년 초판본 발표 이후에 제기된 비

평에 대하여 드워킨의 답변을 부록으로 게재

하고 있다.

TRS

번역서

 『법과 권리』, 염수균 역, 한길사, 2010. 

이 번역본의 영어 원본은 1978년 간행본이며, 

그 중에서 초판본 이후 제기된 비평들에 대한 

드워킨의 답변 부록을 제외한 것이다.

『법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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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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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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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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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
『자유주의적 평등』, 염수균 역, 한길사, 

2005
『자유주의적 평등』

4

원서

『Is Democracy Possible Here? Principles 
for a New Political Debat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IDPH

번역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홍한별 역, 문학과 

지성사, 2012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5

원서
『Justice for Hedgehog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JfH

번역서 『정의론』,박경신 역, 민음사, 2015 『정의론』

6
『A Matter of Principle』, Cambridg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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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로날드 드워킨 저서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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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FL

8

『생명의 지배영역: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

의 자유』,

박경신 김지미 역, 로도스, 2014

『생명의 지배영역』

원어 우리말

1

principle 원리

기존의 연구에는 ‘원리’로 번역한 경우(변종필, 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강원법학 제3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도 

있고, '원칙'으로 한 경우(로베르토 알렉시, 기본권이론, 이준일 역, 한길

사, 2007)도 있는데, 원칙으로 번역한 이준일 교수는 'rule'과 ’principle'

이 운이 맞는 점에 착안하여 번역에 있어서도 어미의 일치까지 살리기 

위하여 ‘규칙’과 ‘원칙’으로 하였다고 하는데(이준일, "법학에서 최적화", 

법철학연구 제3권 제1호, 2000, 101면 참조), 법실무에서 ‘원칙’의 용례

는 ‘예외’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원

리’를 채택한다. 

2

integrity 인테그리티

 ‘integrity'라는 개념은 드워킨의 법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데 

이를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는 것이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하

여 많은 학자들이 깊이 생각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적절한 우리말 용어

를 찾지 못한 듯이 보인다. 장영민 교수가 『법의 제국』에서 ’통합성‘으로 번역

한 데 대하여 최봉철 교수는 서평을 통하여 ’정합성‘이라는 용어가 알맞은 번역

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최봉철, "드워킨의 법의 제국",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5, 374면) 김도균 교수는 역어 후보로 통전성(統全性), 

충실성(忠實性), 통합성(統合性), 통일성, 원리 일관성, 정직성, 진실성 등을 들 

수 있겠다고 하면서 드워킨의 견해를 소개하거나 인용할 때는 ‘통합성’을 사용하

지만 ‘법질서의 통일성’이나 ‘통일적 법해석’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법의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성’이란 용어를 병용한다고 하였다.{김도균,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법의 통일성

(Law's Integrity)을 향하여-”, 법철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10, 

96면 각주1)참조}  한국에서의 드워킨 연구에 대해 국내 학자들 사이에 적극적

2. 용어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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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되었던 상황 하에서의 비교적 최근의 번역인 『정의론』에서는 통합성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드워킨의 주요 저작을 번역했던 염수균 교

수는 2005년에 『자유주의적 평등』에서는 ‘온전성’을 사용하였다가, 2010년의 

연구 발표에서는 대응되는 우리말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우리말로 번역할 경

우 오히려 번역이 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이해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는 염려로 영어를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고 하면서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하고 있

다(염수균, “정치적 덕으로서의 인테그리티: 드워킨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연구 제91집, 대한철학회, 2010, 238면 각주1) 참조)

 재판의 측면에서의 'integrity'로서는 ‘원리적 일관성’ 정도가 큰 훼손 없이 그 의

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입법에서의 ‘integrity'가 재판에서의 원리

적 일관성과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리적 일관성이라는 용어를 채

택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관련되는 국면 마다 다른 용어로 번역하는 것 또한 적

절치 않으므로, 원어를 살려 ‘인테그리티’라고 쓴다.

3

conception 관념

장영민 교수는 법의 제국 번역에서 '관념'으로 번역하였고 염수균 교수는 법과 

권리 번역에서 ‘특정한 견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비교적 최근의 번역서인 

『정의론』에서는 관념으로 번역된 곳도 간헐적으로 발견되나 주로 ‘개념관’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런데 드워킨이 concept와 conception의 차이는 실천의 해석을 

연구하는 추상적 수준의 차이이고, 첫째 수준에서는 논쟁의 여지없이 모든 해석

에 채용되는 이념들을 둘러싸고 동의가 모아지만, 둘째 수준에서는 이러한 추상

화 속에 잠재하는 논쟁이 인식되고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LE, p.71; 

법의 제국 111면 참조) conception도 어느 정도 추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concept에 비하여 한 단계 구체화된 수준으로 논쟁이 가능한 지점으로 읽힌다. 

그런데 ‘개념관’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와 같은 

언어적 뉘앙스를 주므로 개념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더 

추상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번역 중에서 

‘관념’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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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판례 약칭 (선고일 순)

이 논문에서 미국 판례는 최초로 언급되는 떄는 사건명을 한글

로 적고 괄호에 영어명을 병기하고 출처를 각주에 두며, 두 번째 이

후에는 당사자 중 한편의 이름을 아래 표와 같이 우리말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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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재

판업무를 시작한 이후 거의 한 세대가 지나고 있다. 1987년의 민주

화운동의 영향 아래에서 헌법재판소가 설립될 수 있었다는 점과, 이

러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려는 헌법재판소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

국민의 생활에 헌법재판이라는 생소한 작용이 비교적 순탄하게 정

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특히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

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1)(이하, ‘행정수도이전결정’이라고

함)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2).

1) 2004. 10. 21. 2004헌마554 등, 판례집 16-2하, 1면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및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위 결정 직후인 

2004년 10월 28일에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 관습헌법에 대한 고찰”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의식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보여주었다. 박준석교수는 이 결정에 대한 비판

을 헌법이론적, 문헌학적, 사료비판적, 법철학적 검토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박준석,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논증 분석적 이해, 세계헌법연구 제19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3, 2면) 

     헌법이론적 검토 : 김상겸, “성문헌법 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헌

재2004. 10. 22. 2004헌마554․4566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헌

법학회, 2005, 295-315면; 김경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결정(2004 

헌0마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적법성 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제 

1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5, 511-551면; 같은 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

법 위헌결정(2004 헌마554.55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접: 본안판단과 관련하여”, 공법연

구 제33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5, 269-306면; 방승주,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

학회, 2005, 153-175면;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5, 113-138면; 김명재, “관습헌법의 성립가

능성과 한계”, 토지공법연구 제30집, 토지공법학회, 2006, 239면 이하;  정태호, “성문

헌법 국가에서의 不文憲法 規範과 慣習憲法”, 경희법학 제45권 제3호, 2010, 299면 이

하; 이부하, “헌법의 개념과 관습헌법－헌재2004. 10. 21. 2004헌마554․4566(병6합) 결

정을 평석하며－”, 한양법학 제20권 제2집, 2009, 7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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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판의 핵심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의 의사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무효화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점으로

서 종래의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라는 국가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

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검토 : 김승대, “憲法慣習의 法規範性에 대한 考察”, 헌법논총 제15집, 헌법재

판소, 2004, 133-175면; 김기창,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한

국공법학회, 2005, 71-114면. 

     사료비판적 검토 : 이영록, “수도(首都) 및 국기(國旗)에 관한 관습헌법론 검토”, 세계

헌법연구 제11권 제1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5, 259-276면; 최병조, “로마법상

의 慣習과 慣習法－고전법률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면 이하. 

    법철학적 검토 : 양선숙,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

철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6, 231-256면; 오세혁, “관습법의 현대적 의

미”,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6, 145-176면; 오세혁, “관습법의 본질

과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관련 판례에 나타난 논증에 대한 분석 및 비판－”,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홍익법학연구회, 2007, 119-136면.

     이외에도 국순옥, “헌법재판관들의 사법쿠데타”, 민주법학 제27호, 민주주의법학연구

회, 2005;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노무현 정부 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

로,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5, 238면; 같은 이, “헌법재판 법과 정치

의 교차로”, 본질과 현상 6호; 최장집,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 미국과 한국”, 로버트 달, 

박상훈/ 박수형 옮김,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 60~61면;  노기호, “헌

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 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헌재 2004. 10. 21. 2004헌마

554병합”,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2006, 41-43면; 남복현, “헌법재판소의 이른

바 ‘관습헌법’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헌재2004. 10. 21. 2004헌마55등(병합), 헌판집

16-2,1”,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2006, 3-35면; 정연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재결 2004. 10. 21. 2004헌마

554.556(병합),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267-292면; 이광윤, 

“관습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과 변호사 통권 13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20

면; 정태호, “헌법재판소에 의해 왜곡된 ‘관습헌법’의 법리”, 시민과 변호사 통권13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22-26면; 장영수, “관습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한계”, 사회과학

연구, 제12집,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25, 21-37면; 박경철,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7, 

199-238면; 조재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관습헌법의 변경

절차와 국민투표권”, 토지공법연구 제2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387-408면; 김경

제,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신행정주소건설법 위헌결정(2004 헌마554,556병합)과 관련

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3호 통권 제136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397-436면; 서경석,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하여: 헌법재

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56(병합) 결정”, 민주법학 통권 제27호, 민주주

의법학연구회, 2005, 398-420면 등이 헌법이론적 검토에 해당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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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우려하는 논의가 같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3)

미국에서의 사법심사 정당성 논쟁에서 다양한 부정론과 긍정론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정치학과 법학의 분야에서 사법

심사 대신에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위헌심사를 주장하는 견

해4)로부터 개인의 권리보호나, 대의제 정부의 기능장애를 해소하는

역할에 기초하여 사법심사를 정당화하는 견해 등5)이 제시되었다. 이

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헌법재판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헌법전에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에 기초하여 사법심

사권이 확립된 미국과는 다르므로 미국의 사법심사 정당성 문제를

논의할 적실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6)가 제시되었고, 미국에서 논쟁

확산의 계기로 작용했던 사법심사의 ‘반다수결주의적 난관(The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iy)'이라는 정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

이는 실증적 연구7)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법심사8)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결정을 무

효화한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3) ,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노무현 정부 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

구 제33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5. 230면;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

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4) 대표적으로, 곽준혁,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한국정치

학회, 2006.; 홍승헌 곽준혁, “자유주의적 중립성과 쟁투적 정치 : 사법심사의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5호, 한국정치학회, 2010.

5) 대표적으로, 김종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54호, 2014; 전종익, “정치과정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한국법학원, 2015

6) 대표적으로, 강승식,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관견”, 동아법학 제50호, 동아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1.

7) 대표적으로 박종현, 헌법재판과 정책결정 -반다수결주의 난제의 해체를 위한 실증적 분

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8) 일반적으로 사법심사라 함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결정을 사법부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내용을 위헌법률심판제도로 설치하고 있지만,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

헌심사에 관한 문제제기가 미국에서 먼저 발생하였으며, 드워킨의 논의도 그러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사에 대하여 통상 사용되고 있는 '사법심사

(judicial review)'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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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되는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인지, 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는 어떠

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의 문제가 먼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통용되고 있는

다수결주의에 대하여 그 위치를 명확히 하고, 각 인의 자유와 권리

가 보장되기 위한 민주주의적 조건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달성

될 수 있는지를 제도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법원리적인 관점에서 검

토하고자 한다.

한편, 드워킨은 법원리에 기초하여 법의 중심 문제를 권리로 놓고,

사법심사가 실정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도덕적 원리에 기초한 새

로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

당화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드워킨의 법이론으로부터 의미 있는 출발점을 제공받고자

한다.

한국에서 로널드 드워킨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법철학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론, 실증주의 비판의 논

증, 공리주의 비판과 인권론, 자유주의적 도덕적 중립성론 등이 연

구되었다. 반면, 헌법 분야에서의 드워킨의 이론에 대한 연구는 희

소하고, 간혹 사법심사의 정당성 주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는 정도

였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드워킨의 이론을 전반적으

로 종합하여 드워킨의 법이론과 헌법이론을 설명하고, 여기에 기초

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법원

리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사법심사의 정당성 문제를 정리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논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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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방법

이 논문에서는 관련 문헌의 검토와 정리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한

다. 관련 문헌으로서는 드워킨의 법학 관련 저서와 논문을 기초로

하여 드워킨의 견해를 비판하거나 동조하는 많은 법학자들의 연구

와 저서를 살펴보고, 논증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미

국 법원의 판례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각각에 대한 평석 등

을 포함한다.

2. 논문의 구성

우선, 이 논문의 본문으로서 가장 앞부분인 제2장에서는 드워킨의

생애와 주된 학문적 업적을 드워킨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함께

간략히 검토하면서 드워킨의 헌법이론의 토대가 되는 드워킨의 법

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드워킨의 법 이론을 검토함에 있어서

는 드워킨 법 이론의 출발이 되었던 칸트와 하트의 법 개념에 대

하여 관련된 범위에서 간략히 아울러 살펴본 후, 법 규칙과 구별되

는 법 원리의 인정에 기초하여 하트의 승인규칙과 법관재량론을 검

토한다. 또한 법규칙과 구별되는 법 원리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확정

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 확정에서 원리의 논변

과 정책의 논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법원리의 기

초로서의 정치도덕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법과 도덕이 구별

될 수 없는 것임을 살펴보고, 드워킨의 법의 정의와, 법의 구성적

해석의 기초가 되는 ‘인테그리티로서의 법의 관념’에 대하여 정리한

다.

다음 제3장에서는 드워킨의 사법심사 정당화 이론을 검토한다. 우

선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논쟁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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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후 논쟁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다. 그 후 제2장에서 정리한

드워킨의 법 이론에 기초하여 드워킨의 헌법이론을 구성해본다. 드

워킨의 헌법이론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의 사법심사권의 확

립, 헌법해석이론에 있어서 원의도주의적 입장과 소극주의적, 적극

주의적 입장의 비판을 아울러 살펴본다. 나아가 드워킨의 사법심사

정당화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과연 반다수결주의적이어서 반민주

적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

인지에 대한 드워킨의 이론을 검토한다. 드워킨은 민주주의의 본질

적 요소가 다수결주의라기 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동등한 지위 보

장이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주의적 관념’에

대비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으로 정립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으로서 파트너십 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음을 살

펴본다. 사법심사는 파트너십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됨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드워킨의 법 이론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브라운 판결, 바키 판결, 낙태관련 판결 등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행

정수도이전결정, 이른바 제대군인가산점 결정과 병역의무 결정, 그

리고 군형법상 추행죄 결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 구체적으로 드워킨의 구성적 법해석 방법론에 의한 미국에서의

인종적 평등을 위한 이론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어떠한 평등이론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새로운

기본권의 확정이 어떠한 해석에 기초하는지 살펴본 후, 한국의 행정

수도이전 결정이나 병역의무 결정에서 드워킨이 주장하는 ‘인테그리

티로서의 법 관념’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 삶의 양식에 대한 다수

의 판단을 따를 것을 소수에게 요청하는 것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각인의 도덕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민주사회의 기본 전

제로서의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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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권리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수결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작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고, 드워킨의 법

이론에 기초하여 볼 때,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공동

체 구성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민주주의 증진

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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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드워킨의 생애 및 업적

제1절 드워킨의 생애

1. 생애

로널드 마일즈 드워킨(Ronald Myles Dworkin, 1931년 12월 11일

∼2013년 2월 14일)는 미국의 법철학자이자9) 헌법학자이다.10)

1931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나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에

서 자란 그는 하버드 대학교 재학 중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

국 옥스포드 대학교로 유학을 다녀왔고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각

각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 후 3년 법학 학사

(LL.B.) 과정을 2년 만에 마쳤으며 재학 중 1956년에 예일 대학교에

서 철학 석사 학위를 받기도 하였다.11)

로스쿨 졸업 후에는 연방제2항소법원의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의 로클럭으로 복무했다. 로클럭 기간이 끝날 무렵 미

국 연방대법원의 펠릭스 프랭크퍼터(Felix Frankfurter) 대법관으로

부터 연방대법원 로클럭 자리를 제안 받았으나, 그 제안을 거절하고

뉴욕시에 위치한 설리번앤드크롬웰(Sullivan & Cromwell) 로펌에

입사하여 한동안 근무하다가 예일 로스쿨의 교수(Professor of Law)

가 되었다. 1969년에는 하트(Herbert Lionel Adolphus Hart)의 후임

으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법철학 교수(Chair of Jurisprudence)에

취임한12) 후 1988년 퇴임하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교수

9) , “옮긴이 서문”, 정의론 (로널드 드워킨, 박경신 옮김), 민음사, 2015, 12면

10) 함재학, “드워킨의 헌법사상: 헌법적 통합성과 파트너십 민주주의”,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9, 184면

11) “Ronald Dworkin Obituary", The Guardian (Febuary 14, 2013)

12) 하트 교수가 학생 때부터 자신을 걱정시켰던 그를 1969년에 자신의 후임자로 추천하여 

관철시켰다고 한다.(박경신, 앞의 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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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in Professor of Jurisprudence)가 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는

미국으로 귀국하여 뉴욕 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이자 로스쿨 교수

(Frank Henry Sommer Professor of Law)로 재직했다.13) 드워킨이

뉴욕대학교에서 네이글(Thomas Nagel)과 함께 이끈 정치철학과 법

철학에 관한 대학원 세미나(Colloquium in Legal, Political and

Social Philosophy)에서는 현대 정치철학과 법철학 분야에서 최신의

견해들이 저자들에 의해서 직접 발표되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던 것으로 매우 유명하고, 그곳에 초청된

발표자에는 하버마스, 스캔런, 피터 싱어 등 쟁쟁한 세계의 석학들

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뉴욕대학교 홈페이지에는 드워킨을 “앞으로

200년간 법학자들이 많이 읽게 될 2∼3인의 학자 중 한 명에 속하

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한다14).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으로 학문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영향

력 있는 법철학 저서와 논문들을 많이 저술하였으며, 2000∼2007년

미국에서 출간된 법철학 논문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로 확

인되었다.15)

2013년 2월 그가 타계했을 때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이 블

룸버그에 쓴 추모사의 제목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법철학자”

였다.16) 영국의 가디언지(紙)는 부고에서 드워킨을 “영어권에서 가

장 독창적이고 실력있는 법철학자”로 칭했다.17)

13) , “드워킨의 법철학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9권 제1호, 2004, 285면 

참조

14) 최봉철, "드워킨의 법의 제국",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5, 348면

15) “Most Cited Proffessors by Specialty, 2000-2007", Brian Leiter's Law School 
Rankings (November 12, 2007),박경신, 앞의 글, 12면에서  재인용

16) Cass Sunstein, "The Most Important Legal Philosopher of Our Time," Bloomberg 
(February, 16, 2013)

17) “Ronald Dworkin Obituary," The Guidians (February,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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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적 특성

미국은 20세기 들어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미국

은 양차대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냈으며, 2차 대전 후에는

명실공히 세계 제1의 강국이자 부자나라가 되었다.18) 19세기의 산업

국가로의 발전을 이끈 기술의 발전이 20세기에도 이어져 사회적 혁

명의 주된 기초가 되었다. 이 시기는 자동차와 비행기, 라디오, 영화

와 텔레비전, 컴퓨터와 인터넷, 항생제와 피임약의 세기였다. 과학과

기술에서의 거대한 진보는 필연적으로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9)

무엇보다도 미국의 20세기는 중앙정부 내지 국가의 권력이 지속적

으로 성장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재화, 인력 그리고 사상이 주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공장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주는 다른 주와 사실상의 경

쟁자였다. 가령 북부의 주들이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조공장은 아동노동에 관

한 규제가 훨씬 덜 까다로운 남부로 이전해 갈 수 있었다. 북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남부의 주들도 동일한 조건

하에 두는 전국적인 법률이었다. 실제로 아동의 피와 땀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주간통상을 금지하는 주 차원의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

였다20). 그런데 이 시기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규제적 법률들을

왕왕 위헌으로 무효화 하였고, 그러한 판결 중의 가장 유명한 것이

제과업 근로자의 최장 근로시간을 제한한 뉴욕주 법률을 위헌으로

선고한 로크너 대 뉴욕 판결(Lochner v. New York)21)이다. 위에서

18) M. 프리드만, 미국법의 역사(A History of American Law 3rd Edition), 안경

환 옮김, 청림출판, 2006, 826면

19) 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826면 참조

20) 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827, 8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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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동 노동을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은 1918년의

해머 대 다겐하트 판결(Hammer v. Dagenhart)22)에서 무효라고 선

언하였다.23) 1930년대 들어와서는 로크너 판결과 같은 판결들은 사

라졌다. 대공황은 루즈벨트를 권좌에 앉혔고 그의 뉴딜정책도 힘을

얻게 되었다.24)

한편 기술혁명에 기초한 산업의 발전과 현대화 속에서 국민은 점

차 대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도시생활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관

계의 특징 중 하나는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

생활의 의존관계는 판매자의 얼굴을 구경조차 못하는 구매자, 구매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판매자와 같은 전혀 낯선 사람들 사이의 의

존관계다.25)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한편으로 20세기 불법행위책

임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

20세기 불법행위책임의 증가에 관하여 보면, 우선 19세기의 동료

종업원원칙(fellow-servant rule)26)이 폐기되고, 산업재해보상법이

발전하였으며, 제조물책임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

다27). 맥퍼슨 대 뷰익 자동차회사 판결(McPherson v. Buick Motor

Co.)28)에서 원고 맥퍼슨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뷰익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불량 나무로 만들어진 바퀴살이 산산조각이 나서 중

21) 198 U.S. 45 (1905)

22) 247 U.S. 251 (1918)

23) 대하여 연방의회가 1919년에 아동을 고용한 모든 공장과 광산에 순수익의 10퍼센

트에 해당하는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연방대법원은 베일

리 대 드렉셀 가구사 사건(Bailey v. Drexel Furniture Co., 259 U.S. 20 (1922))에서 

또 다시 이 법에 제동을 걸었다(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830면 참조).

24) 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831면 

25) 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835-837면 참조

26) 동료 고용인의 과실에 의해 상해를 입은 고용인에 대해서 고용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원칙

27) 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846, 853면 참조

28) 217 N.Y. 382, 111 N.E. 105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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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입었다고 뷰익 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종전의 법

원칙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당사자 관계가 존재해야만

제소할 수 있었으므로 맥퍼슨의 제소는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벤저민 카도조 판사는(Benjamin Cardozo) 위험하거나 위험할 수 있

는 제조물의 제조자는 해당 제조물이 예상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즉 대리점이나 중계상이 아닌 소비자에게 유통과정이 완결된 경우

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다

른 주에서도 카도조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여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졌고, 비단 제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도 원용되었다.29)

20세기 전반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종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인종문제는 오늘날 기준으로 소수인종에 한정

된 문제가 아니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통제정책을 효시로

수많은 이민제한 법률이 제정되었다.30) 대부분의 흑인이 거주하던

남부에서 흑인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다. 수정헌법 제13조는 노

예제를 폐지하였고 제15조는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나, 흑인의 투표권에 관한 한, 헌법은

박물관에 전시된 종이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

들이 투표장에 못 오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31) 연방대법원은

흑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조항에 대하여 무효화하기도 하였지만,32)

29) M. 프리드만, 앞의 책, 853-854면 참조

30) 이러한 경향은 1924년에 정점에 다다랐고, 법률은 이민자의 총수를 제한하는 한편 영

국과 북유럽출신 이민자들을 노골적으로 선호하여 쿼터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그 결과는 

극적이었다. 이전에는 매년 약 1만 7천명의 그리이스인과 15만 이상의 이태리 인이 몰

려들었던 것이 1924년 법의 시행 결과 그리스는 307인, 이태리 인은 6천 명을 밑도는 

숫자의 이민이 허용되었을 뿐이다.(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858-859면)

31) 심지어 오클라호마 같은 주에서는 유권자들은 주헌법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도록 하면서 

1866년 당시에 투표권을 가졌던 사람의 직계후손에 대해서는 이러한 테스트를 면제해주

었는데, 이러한 조부조항은 백인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흑인에게는 거의 해당사

항이 없었다.(로렌스 M. 프리드만, 앞의 책, 859면)

32) Guinn v. Unitrd States, 238 U.S. 347 (1915)에서 조부조항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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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얼마

든지 다른 방식으로 흑인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부의 흑인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었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가 흑

인들에게 지극히 불리했다. 흑인이 기소를 당하였고, 고소자가 백인

인 경우에는 백인이 지배하는 법정에서 흑인을 위한 정의는 기대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형사재판이 불공정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

었던 백인들은 흑인 피고인 등을 린치하였다. 남부의 법을 어기려고

시도했거나 그렇게 의심받은 흑인은 즉각 잔인한 죽음의 위협을 느

꼈다. 일부 남부사람들은 가혹한 린치에 공포심을 느꼈다. 흑인단체

들은 저항하였고 연방법의 제정을 위한 운동을 펼쳤다. 남부출신 연

방의원은 이런 운동을 가로막았고, 윌슨 대통령은 인종분리를 열성

적으로 지지하였다. 흑인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연방법원에 호소하

였다. 1909년에 ‘유색인종의 권리증진을 위한 전국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이 설립되었는데, NAACP는 소송을 중요한 무기로 활용하

였다. 소송 외에 달리 의지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1917년에 뷰캐넌 대 왈리 판결(Buchanan v. Warley)33) 에서 루이빌

시의 인종분리 조례를 무효화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결 상의 승

리는 상징적인 승리에 지나지 않았다. 시정부는 여전히 분리정책을

고수하였고, 흑인 동네와 백인 동네는 구분되어 있었다. 그렇다 하

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소송에 약간의 희망이라도 걸어볼 여지가 있

음을 시사해주었고, 연방대법원과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최소한 흑

인 시민권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어떤 정부기관, 그 어떤 정부부처와도 다른 차이였다. 인종차

별에 대한 헌법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성과는 느리고 점진적이

었고, 연방대법원은 이러저러한 상황과 관행(예를 들면, 로스쿨의 분

33) 245 U.S. 60 (1917)



- 14 -

리교육 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도 ‘분리하되 평등’의 원칙이 법

과 도덕상으로 얼마만큼 실천되는가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지 않았

다. 일반적으로 백인의 지배는 강력하고 견고했다. 미국은 인종차별

주의의 독일과 전쟁을 치렀으나 미국의 군대는 인종에 의하여 엄격

히 구분되었다. 서부 주(州)의 일본계 시민을 외진 동부 캘리포니아

사막의 수용소에 감금하는 것을 인정한 코레마츠 판결(Korematsu

v. U.S.)34)은 일종의 최저점이었다. 미국의 인종분리정책은 전후에

당혹스러운 소재가 되었다. 냉전기간 동안 소련에게는 미국의 이러

한 정책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전선동의 호재가 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최고통수권자의 자격으로 군의

인종분리정책을 폐기하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셀리 대 크

래머 판결(Shelley v. Kraemer)35)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흑인에게

매도 내지 임대를 하지 않을 것을 정한 약관을 무효화함으로써 인

종분리정책의 핵심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약관조항은 너무나 당연시

될 정도로 통용되고 있었고 교외지역에서는 특히 더 그러하였다. 셀

리 판결이 주거지역에서의 인종분리정책에 마침표를 찍게 한 것은

아니지만, 흑인들이 도시의 아주 좁은 범위의 지정된 장소에만 거주

하도록 된 관습을 벗어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1954년에야

비로소 평등을 향한 긴 투쟁의 역사에서 금자탑이 될 만한 연방대

법원의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36) 이 나왔다.37)

워렌(Earl Warren)38)은 1953년 10월 대법원장이 된 직후 브라운

34) 323 U.S. 214 (1944)

35) 334 U.S. 1 (1948)

36) 347 U.S. 483 (1954)

37) M. 프리드만, 앞의 책, 858-863면 참조

38) 워렌(1891-1974)은 공화당 출신으로 1942년부터 195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

임하고, 1952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명으로 1953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연방대법원

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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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변론을 실시하고,39)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54년 5월 17일 만

장일치의 브라운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흑백 인종 아동의 분리 취

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판결을 신호탄으로 하여 사법의 여러

방면에서 혁명이 일어났다.40) 연방대법원은 또한 1962년에 베이커

대 카 판결(Baker v. Carr)41)을 통하여 현저한 인구의 불균형이 있

는 선거구 획정은 표의 가치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평등보

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42)

평등권의 혁명은 ‘적법절차’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위법수집증거배

체법칙을 주 경찰에도 적용하게 한 1961년의 맵 대 오하이오 판결

(Mapp v. Ohio)43)이 효시가 되어 경찰의 범죄수사는 적법절차에 입

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이 속속 나왔다. 1963년에는 기드온

대 웨인라이트 판결(Gideon v. Wainwright)44)이, 1966년에는 미란다

대 아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45)이 나옴으로써 적법절차 혁

명은 절정에 달했다. 1967년에는 골트 판결(In re Gault)46)을 통해서

성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절차적

권리가 범죄를 범한 소년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다.

39) 연방대법원장이 되기 전인 1952년 12월에 최초의 변론이 있었고, 워렌의 취임 

후 1953년 12월에 재변론이 실시됨.

40) 장영민, “드워킨 1931-2013”, 법철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16, 11-12

면 참조

41) 369 U.S. 186 (1962)

42)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3면

43) 367 U.S. 643 (1961)

44) 372 U.S. 335 (1963). 중죄의 경우 빈곤 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 권리를 인정하

였다. 이는 후에 피의자의 자유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되었다.

45) 384 U.S. 436 (1966).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에 대하여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으면 이 때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다. 즉 피의자에게는 묵비

권이 있으며, 진술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46) 387 U.S. 1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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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사법의 혁명기에 예일 대학교의 교수로서 활동을 시

작한 드워킨으로서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드워

킨 자신은 『법과 권리(Taking Rights Seriously)』의 ‘판결하기 어

려운 사안’이 워렌 법원의 사법 철학을 지지하는 내용의 것임을 명

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47) 따라서 그의 방법론은 크게 보아서는 헌

법재판의 방법론, 작게는 워렌 법원의 방법론을 법리학적으로 구상,

정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8) 워렌 법원의 사법혁명에

공감하면서 법철학자로서 가장 긴절하게 생각한 것은 보통법이든

제정법이든 어떻게 법을 찾아내는가. 따라서 오늘날의 법의 논의가

주로 ‘권리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권리를

찾는 이론이야 말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때였다고 할 수 있다.49)

드워킨은 워렌 대법원의 사법의 혁명과 관련하여, 법원이 난해하

거나 논란이 되는 헌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철학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하여 종래 문헌들에 나

타나는 사법적극주의 프로그램과 사법소극주의 프로그램으로 명명

하여 검토한 후, 헌법체계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하여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는 이론에 의존하므로, 평등보호조항이나 적법절차조항과 같

이 명료하지 않은 규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 개념에 호소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50)

즉 그는 미국의 헌법, 즉 법이 ‘자유’, ‘평등’, 법의 ‘적정한’ 절차

등의 ‘도덕적 언어’를 통해서 시민에 대하여 (대국가적) ‘권리’를 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소송이 그 성격상 당사자의 법(권리)

를 찾는 것이라면 이러한 도덕적 언어 속에서도 법(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법관의 의무(책임, 이른바 그의 ‘정치적 책임의 원칙’)

47) TR.S, p.132; 권리, 273면

48)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3면

49)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4면

50) TRS, pp. 137, 147 참조; 법과 권리 282, 2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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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본다. 만약에 성문헌법이 없거나, 권리장전이 없다 하더라도

근대 이후의 국가가 신봉하는 가치들, 즉 자유, 평등, 박애,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들의 통합체로부터 개인의 대국가적 권리가 솟아

나온다는 것이다. 문제는 권리(=법)을 해(=답)로 하는 이러한 추상적

인 도덕적 가치들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인

데, 이것이 바로 드워킨이 일생 매달렸던 문제라고 보기도 한다.51)

제2절 드워킨의 주요 저작 및 업적

  1. 주요 저서 및 그 개관

드워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옥스퍼드와 하버드를 아우르는 폭넓

은 교육과 훈련 및 아주 강력한 지적 능력을 갖춘 분석적 기술을

벼린 덕분에 핸드(Hand)나 하트(H.L.A Hart) 같이 법과 법철학 분

야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들에 도전할 수 있었다.52)

드워킨은 미국 연방헌법을 ‘도덕적으로 읽기’를 옹호하였고, 법과

도덕성에 대하여 해석적 접근을 지지하였다. 그는 현대의 정치적 법

적 쟁점에 대하여, 특히『The New York Review of Books』53)의

지면에 미국 연방대법원과 관련된 쟁점들에 관하여 자주 논평을 게

재하였다. 특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한 캘리포니아 대학 대 바키 판결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54)에 대한 비판

은 매우 중요하였다. 드워킨은 그 당시 이미 『Taking Rights

Seriously』(TRS)를 완성하였는데, 그 책에서 그는 하트에 의해 신

51) , 앞의 논문(각주 40), 3-4면 참조

52) “Ronald Dworkin Obituary", The Guardian (Febuary 14, 2013)  참조

53) 미국 뉴욕 시에서 발간하는 서평 위주의 정기간행 문예지

54) 438 U.S. 265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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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된 법실증주의를 비판했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hard cases)에

서는 형식적 규칙 보다는 권리를 우위에 놓을 것을 주장하였다.

드워킨의 TRS는 특히 미국의 로스쿨에서 엄청나게 영향력 있었

고, 드워킨의 입장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이 저서의 제목의 형식을

차용하는 것 자체를 메시지로 하여 자신의 입장을 시사하는 다른

학자들의 저술이 나오기도 했다.55)

그 후, 법의 근원에 관하여『A Matter of Principle』(MoP, 1985)

가, 그리고 법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인『Law's Empire』(LE, 1986)

가 출간되었다. 드워킨의 LE는 미국 변호사협회에 의해 3년에 한

번 수상되는 코이프(Coif)상과 하버드 법과대학원에 의해 5년에 한

번 수상되는 에임즈(Ames) 상을 받은 바 있다.56) 그는 LE에서 자

신의 법이론, 즉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론을 펼쳐 낸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헤라클레스’라고 명명한 판사는 법을 통해 정의

를 구현한다는 이상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이 관할하는 사

회에 존재하는 모든 판결문들과 입법례들을 섭렵하여 그 사회가 지

향하는 객관적 가치들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내고 그 가치들을 대명

제로 하여 법의 정의로운 관념(conceptions)을 연역적으로 찾아 간

다.57) 그는 LE에서 보다 포괄적인 모습으로 인테그리티로서의 법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인테그리티 원리를 이론체계의 구성적 원칙

으로 의식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여, 인테그리티 원리를 정치도덕과

법체계의 조응성 및 법체계 내의 구조적 통일성이라는 제한된 의미

를 넘어서서, 정치공동체의 구조적 통일성 및 정치행위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원칙으로까지 확장시켜 이해한다고 한다.58)

55) , Tushnet, Mark, Taking the Constitution Away from the Cour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56) 최봉철, 앞의 논문, 350면

57) 박경신, 앞의 글, 13면

58) 김비환, “후기 드워킨의 가치통합적 자유주의-롤즈와 라즈 그리고 공동체주의와의 비교

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의 가치들, 아카넷, 2011, 225-226면



- 19 -

『생명의 지배영역(Life's Dominion)』(1993)에서 그는 인간 생명

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낙태에 관하여 친생명 입장과 친선택 입

장 사이의 공통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였다.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SV,

2000)에서 그는 가장 최고의 덕으로서의 평등에 대한 이론을 세우기

위해 분투하였으며, 『법복을 입은 저스티스(Justice in Robes)』

(2006)에서 판사와 재판의 성질이라는 평생 동안 그를 매료시킨 주

제로 돌아온다.

드워킨은 항상 법이란, 특히 재판에서의 법이란, 그가 표현한 바

와 같이, “도덕성의 가지”라고 인식해왔다. 2011년에 그는 이러한 통

찰에 관한 폭넓은 에세이로서 『Justice for Hedgehogs』(JfH)를

발간하였다. 이 제목은, 여우와 같이 많은 생각들을 가진 지식인과

고슴도치와 같이 ‘하나의 큰 이념’을 가진 사람을 비유한 이사야 벌

린의 유명한 구별에서 가져온 것이다.

드워킨의 최후의 저술로는 『Religion Without God.(신이 사라진

세상)』(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이 있다.

2. 드워킨의 업적

드워킨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법에 관하여 권리를 중심으로 바

라보도록 하는 이론적 주장을 한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론적 주장은 그의 최초이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인 TRS에서

하트의 법실증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함과 아울러 하버드의 법

철학자인 존 롤스의 새로운 이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세히

설명되었다.59) 드워킨이 명실공히 ‘권리’를 법의 주인공으로 정립하

기 전까지는 법의 주인은 ‘의무’나 ‘강제’ 였다고 할 수 있겠다.

59) , 앞의 글,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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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이 지난 수십 년 간 법실증주의에 대해 비판해 왔다면

JfH는 법실증주의의 회의주의적 원류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법실증

주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판은 법과 도덕의 연계성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드워킨은 그러한 비판 끝에 도덕 자체도 일종의 실증주의에

전염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도덕에서도 회의주의를 박

멸할 필요를 느끼고 “도덕에도 진리는 있다”라는 명제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드워킨은 가치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가치들

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체라고 주장한다. 진리, 선함, 아름다

움은 모두 해석적 개념들이다. 이 개념들은 모두 진리를 구하는 관

행(예컨대 학문)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선을 구하는 관행(예컨

대 도덕)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미를 구하는 관행(예컨대 미술)

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런데 이 가치들은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치는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하나의 가치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밖에 없다.60)

그렇다면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에 대해 드워킨은 ‘흄의 원

리’를 진정으로 일관되게 믿는다면 가치를 사실에서 도출하려 해서

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법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이 반

드시 그래야 한다는 ‘당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것이 가치의 독립

성이다. 이러한 ‘가치의 독립성’ 주장은 드워킨이 자신이 평생을 비

판해왔던 법실증주의자들의 가슴에 꽂는 최후의 비수다.61)

이러한 그의 법철학은 영미의 청중에게는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

했다. 그래서 법철학계에서의 그의 추종자는 많지 않을지도 모른

다62). 그러나 그가 던진 사상적 파문은 실로 막대하며, 실증주의자

60) , 21면 

61) 박경신, 앞의 글, 22-23면

62) 이에 대한 이유로, 드워킨이 하트를 비판하는 논리로 의미론의 독침 논변(semantic 

sting argument)을 불필요하게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이 의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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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나름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추종자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회철학자이기도 하다.63)

드워킨은 그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2007년에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홀버그(Holberg)상을 수상했다.64)

제3절 드워킨의 법 이론 개요

1. 서

드워킨의 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는 일단

자유주의 법이론가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는 자유주의의

다른 일파인 법실증주의의 비판자로서, 공리주의의 비판자로서 윤리

학의 비인식주의의 비판자로서 전에 없던 강력한 반대논거를 제시

함으로써 자유주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그 자신의 이론은,

법관은 당사자의 권리를 찾아줄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하여

규칙과 관행에 대응하지 않는 사안에도 일정한 정답이 있다는 정답

테제, 그리고 가치명제의 추론 내지 정당화는 존재명제로서는 불가

능하고 가치명제로 가능하다는 흄의 테제, 인간은 존엄하다는 칸트

의 테제, 그리고 모든 가치는 통합가능하다는 고슴도치 테제를 주장

하기에 이르렀다.65)

법철학에 대한 드워킨의 기여를 정리해본다면, 우선 규칙(rule) 및

의미론의 독침 논변이 아니더라도 하트를 비판하는 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워킨이 이 논변을 지나치게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 많은 철학자들을 그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고 한다.(Michael Steven Green, "Dworkin v. The Philosophers: A 

Review Essay on Justice in Robes", 2007 U. Ill. L. Rev. 2007, p. 1477)

63)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2면 참조

64) 로널드 드워킨, 법과 권리(염수균 역), 한길사, 2010, 543, 545면

65)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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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과 대비되는 원리(principle)의 규범적 성격을 밝히고, 이

를 토대로 원리와 권리의 관계를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판결하기 어

려운 사안(hard cases)을 포함하여 모든 사안에는 원리에 터잡아 찾

을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있으며(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당해 사안

에서 승소의 권리를 갖는다), 법관은 이를 찾아내는 데 전력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는 이른바 권리테제를 제시하였다. 그의 법이론은 법

과 도덕의 새로운 형태의 융합이라는 의미에서 자연법론과 법실증

주의와 구별되는 ‘제3의 법이론’이라는 이름을 얻은 바 있다. 또한

그는 정치철학의 면에서도, 롤즈와 더불어 ‘자유주의적 평등

론’(liberal equality)을 전개하여 현대 정치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

다.66)

 2. 칸트의 법 개념에 대한 드워킨의 견해

(1) 칸트의 법 개념

법철학의 가장 오래된 물음 중 하나는 법의 개념 또는 법의 본질

에 대한 것이다.

칸트는『도덕형이상학(Die Metaphysik der Sitten)』의 제1부로

“법학의 형이상학적 단초들(Metaphysische Anfangsgruende der

Rechtslehre)"을 1797년에 발표하였다. “법학의 형이상학적 단초들"

의 서문을 분석함으로써 칸트의 법철학이 기초를 보여주고 있는 기

존 연구를 통해서 칸트 법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67)

칸트에게서 도덕형이상학의 유일한 출발점은 이성사실로서의 도

덕법칙인데, 칸트는 이 도덕법칙을 ‘도덕 이론의 최고 원칙’이란 이

66) , 앞의 논문(각주 13), 285면 

67) 이충진, “칸트에서의 법칙과 권리-칸트 『법철학』 해설I-”, 철학연구 43권, 철학연구

회, 1998년, 175-1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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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아래 “ 너는 하나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되 그 준칙은 동

시에 보편 법칙으로서 타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칙이어야 한다”

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준칙의 일반화 가능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준칙의 일반화 가능성으로 표현된 법칙은 전체 도덕 이론에 해당

하며 모든 자유 사용을 규제하는 데 반하여, 자유의 한 특수한 사

용, 즉 외적 자유 사용을 규제하는 법칙은 하나의 특수 법칙이고 그

것이 강제법칙이다. 이 강제법칙은 보편적 도덕법칙으로부터 나온

것이되 보편 법칙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특수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법칙에만 고유한 특수한 규정은 법의 개념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일반 도덕 법칙으로부터 특수 강제법칙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념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법 개념의 도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논의 방식은, 우선 법 개념

과 관련되어 문제시되는 인간 관계(자유 사용)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 인간관계가 가질 수 없는 특성들이 무엇인가 제시하고 그것을

제거한 후, 남게 되는 특성들에 의하여 법 개념을 정식화하게 된

다.68)

법 개념과 연관되는 것은 외적 타자지향적으로 행해지는 사실행

위들의 인간들 상호간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 안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이해된 외적 사실행위 관계는 행위자의 내적 마음가짐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실행위를 귀결시키는 원인으로서 자의(Willkuer)라는 것

을 받아들이면, 사실행위와 자의 사이에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성립

하고, 인간 상호간의 외적 실천적 관계가 사실행위 관계인만큼, 외

적 사실행위 관계는 자의들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

68) 위와 같은 법의 정의는 그의 인간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로부터 얻어진 

필연적 결론이며, 그 철학적 인간학의 출발점인 인간의 존엄이란 개념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법률행정논집 제12권,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1974, 104면 참조)



- 24 -

그런데 외적 실천적 인간 관계를 사실행위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는 오직 행위 자체만을 주목하고 행위자의 자의의 질료(목

적, 의도)는 도외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거래행위

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거래를 하는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거래행

위가 일방의 강제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요컨대, 인간들 상호간의 외적 실천적 관계란 자의들의 상호적 관계

를 의미하되, 그것이 법 개념과 연관되어 문제시되는 경우 그것은

오직 관계맺음의 방식, 즉 관계맺음의 형식만을 지시한다.

이제, 우리는 칸트가 자의 자체들의 관계 및 그 관계맺음의 형식

이라는 두 징표에 의거하여 법의 개념을 “법이란, 일인의 자의가 타

인의 자의와 보편적 자유 법칙에 의거하여 상호 통합될 수 있는 그

와 같은 조건들의 총체를 말한다”라고 정식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렇게 이해된 법의 개념을 ‘자의 통합의 조건’이라고 표시해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자의가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상이한 두 자의들의 상호 통합의 가능성은 한 행위의

다른 사람의 행위와의 상호 병존가능성 외의 다름 아니다. 한 행위

의 상호 병존가능성은 자의들의 상호 통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고

이 조건들의 총체가 법의 개념이 된다. 이와 같이 이해된 법의 개념

과 앞서 본 준칙의 일반화 가능성을 명령하는 보편적 도덕법칙, 이

두 요소로부터 강제법칙 즉 외적 사실행위 관계를 규제하는 법칙이

도출된다. 강제법칙은 ‘너의 외적 사실행위는 보편화 가능하여야 한

다’이며, 이는 곧 ‘네가 외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너의 자의는 너의

외적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의와 통합될 수 있어야 한

다’, 즉 ‘너의 자의는 통합된 자의로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며, 보편

화 가능한 자의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것을 정언명법 형태로 고쳐 말하면, “너의 자의의 자유로운 사용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보편 법칙에 의거하여 상호 병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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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이 외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강제법칙이

명령하는 바의 행위는 외적으로 병존가능한 행위이며, 이는 곧 법적

으로 올바른 행위인바, 강제법칙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행위하라”라

는 명령과 다름없다.69)

칸트는 이와 같이 외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에게 “너는 법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매우 독특한 정언명령을 통해 하나의 법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법적 주체로 만들고 또 법적 주체의 자격을 지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법적 주체로서의 자립성을 말살시키는 행위들은 실정법과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본다.70)

(2) 드워킨의 견해

드워킨에 의하면, 다양한 정치이론은 각각의 이론이 채택하는 목

표와 권리와 의무를 연결시키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어

떤 이론은 어떤 두드러진 목표를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이론은 기본적인 권리의 집합이나 초월적인 의무의 집합을 근본적

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다른 목표와 권리와 의무는 종속적이고 파생

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71) 이에 다라 정치이론들을 목표에 기

초한(goal-based) 것, 권리에 기초한(right-based) 것, 의무에 기초한

(duty-based)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칸트의 법이론은 의무에 기

초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한다.72)

그렇다면 이들 이론 가운데 권리에 기초한 이론과 의무에 기초한

69) , 앞의 논문, 178-179면 참조

70) 이충진, “칸트법철학의 어제와 오늘-브란트 교수(Prof. Dr. R. Brandt, Marburg)와의 

대담-”, 칸트연구 제16집, 한국칸트학회, 2005, 241면 참조

71) TRS p.171; 법과 권리, 337-338면 

72) TRS p.171; 법과 권리,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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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권리에 기초한 이론과 의무에 기초한 이론은 개인을 중심에 놓고

개인의 결정과 행위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유형은 개인을 다른 관점에서 조망한다. 의무에 기초한

이론은 그의 행위의 도덕적 성질에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 이

론은 개인이 특정한 행위의 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권리에 기초한 이론들은

규범에 대한 개인의 복종보다는 독립에 관심을 갖는다. 그 두 가지

유형의 이론 모두는 따라야 할 도덕규칙, 행위의 준칙들에 대한 이

념을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경우들에 사용한다. 의무

에 기초한 이론은 그런 행위의 준칙이 사회에 의해서 개인에게 부

과된 것이든 개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것이든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

로 취급한다. 그러나 권리에 기초한 이론들은 행위의 준칙을 도구적

인 것으로 취급하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필요

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서는 본질적인 가치를 갖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73).

나아가, 정부에 대한 권리라는 제도는 무엇인가의 목적에 기여하

여야 하고, 정부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한 목적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이

념 가운데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여야 한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호하지만 강력한 이념이다. 칸트와 관련이

있으면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는 이 이념은 어떤 사

람을 대우하는 방식들 중에는 그를 인간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

로 인정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고 가정하며, 그런 대

우는 심각한 부정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이념은 정치적 평등이라

는 더 익숙한 이념이다. 이 이념이 주장하는 바는 정치공동체의 구

73) TRS p.172; 권리, 339-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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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 중에서 약자들은 그들보다 더 강한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위

해서 확보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정부의 배려와 존중을 받을 자격

이 있다는 것이다.74)

『정의론』에서 드워킨은 가치통합론에 기초하여 자유주의를 새

롭게 정초한다.75) 드워킨은 자신이 도덕과 도덕적 논증을 해석으로

보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면서, 도덕이 윤리로부

터 도출된다고 보는 의미에서 칸트와 비슷하다고 한다.76) 또한 드워

킨이 칸트의 정언명령을 이론의 공준으로 삼고, 이를 타인에 대한

동등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형태로 논의하여 왔다고 한다.77)

그런데 그는 대타관계의 덕성으로서의 도덕과 대자관계의 덕성으

로서의 윤리를 구별하면서 대타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덕만으로

는 자유주의 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를 도외시하게 되

기 때문에, 존엄성 공식의 대자적 측면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드워

킨은 동료 시민으로부터 목적으로 대우받는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

은 각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도 존중할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갖

는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스스로가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존재라

는 것이다. 특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존중하는 자

기 존중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타적 도덕성의

영역에서 문제되던 칸트의 정언명령을 자기 존중으로 발전시키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삶에 진지한 태도로 임할 것을 촉

74)  TRS pp.198-199; 권리, 381-382면 참조

75) 김비환, 앞의 논문, 239면

76) 김비환 위 5인, 자유주의의 가치들- 드워킨과의 대화, 아카넷, 2011, 73면; 드워킨은 

SV에서 윤리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영위하기에 좋거나 나쁜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쓰고 도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쓴다고 한다(자유주의적 평등, 337면)

77) 장영민, “자유주의적 제가치의통합 -해석적 실천을 통한 긴장적 평형-”, 자유주의의 가

치들, 아카넷, 2011,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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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실존주의적 사고도 원용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

지는 진정성의 개념을 정립한다. 이러한 인적 윤리관은 평등을 해석

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78)

3. 법실증주의 비판

(1) 하트의 법 개념

하트의 『법의 개념(The Concept of Law)』은 1961년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현대의 고전이 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하여는 출간 초기부터 권리 없는 법철학(법이론)이라는 예리

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었다.79)

하트는, 법이 위협을 배경으로 하는 명령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

게 연관되어 있는가? 규칙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로 법이 규칙의 문

제인가? 라는 세 가지 문제에 관련된 의문점과 복잡성을 제거하는

것이 법의 본질에 관한 대부분의 탐색의 중요 목표라고 하였다.80)

하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념정의는 최근류(genus proximum)

와 종차(differentia specifica)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의 개념

정의에서는 법이 구성원으로 되는 잘 알려지고 잘 이해된 일반적

범주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81)

더욱이 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표현에서도 경계선상의 사례가

있어 통상적인 또는 기술적인 용어의 사용조차도 개방된 뜻을 가지

기도 하거나, 경계선상의 사례와는 달리 일반적 용어에 해당하는 여

78) , 앞의 논문(각주 77), 166-167면

79)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4면

80) 허버트 하트, 법의 개념, 오병선 옮김, 아카넷, 2001, 18면 

81) 허버트 하트, 앞의 책,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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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사례들이, 가령 사람의 발과 산의 발(기슭)처럼 언어 자체

의 특성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갖기도 한다. 또한 ‘건강한’ 이라는 용

어를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안색이나 신체활

동에 대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내용이 되기도 한다. 즉 이와

같은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법의 개념에 대한 단정적인 정의가 더

욱 곤란해지는 것이다82).

그러나 하트에 의하면, 앞서 본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의 공

통 요소를 이루는 핵심 부분들을 분리하고 특징화할 수 있기 때문

에 그 세 가지 문제를 정의 문제로 묶으려는 노력은 잘못되지 않았

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내법 체계의 독특한 구조를 더 잘 분석하고

사회 현상의 종류로서 법, 강제 및 도덕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함으로써 법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83)

하트는 법체계를 행위규범으로서 일차규칙과 수권규범으로서 이

차규칙으로 나누고, 다시 이차규칙을 승인규칙, 재판규칙, 변경규칙

으로 세분한다. 그리고 규칙은 일차적으로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으로 성격규정되고 있다. 권리(권한) 부여의 규칙은

이차적인 규칙으로 파악된다. 하트는 법을 도덕과 준별하고 법의 기

술사회학적 특징을 견지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시선은 최소한의 것

으로 그치고 있다.84)

하트에게서는 법체계에 속하는 규칙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을

뜻하는 승인규칙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불확실한 일차

규칙을 확실한 일차규칙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사회적 규칙

이라고 한다. 이러한 승인 규칙의 존재는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많

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많은 사회의 초기 법에서처럼 그것

은 기록된 문서나 공공의 기념비에 조각된 것일 수 있고, 여기서 중

82) 하트, 앞의 책, 20-21면 참조

83) 허버트 하트, 앞의 책, 22-23면 참조

84) 허버트 하트, 앞의 책, 108-127면 참조;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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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규칙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러한 기록 등에 준거하면서 유권적인 것으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는 곳에서 일차적 의무의 규칙을 결정적으로 확인

하는 규칙인 이차적 규칙의 단순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발전된

법체계에서 승인의 규칙은 더욱 복잡하다. 기록문에 준거하는 대신

일차적 규칙이 보유하는 어떤 일반적인 특징에 준거함으로써 규칙

을 확인한다. 가령 그 규칙이 특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거나

장기간의 관습적인 실행이 있었다거나 사법적 판단과 관계가 있다

는 사실 등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85). 하트에 의하면 이러한 승인규

칙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경험적, 사실적 규칙체계가 법체

계가 된다86).

물론 규칙은 사실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규범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트는 규칙이 갖는 행위의 근거와 비판의 근거로서의

성격을 해명한다. 이러한 그의 방법론적 특징에 의하여 그의 법의

개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의 개념이나 권리의 발견(확

인)을 위한 방법에 대한 모색은 별달리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87)

하트는 의도적으로 벤담의 후계자임을 자임하면서 그의 법의 개

념에서 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에의 지향을 분명히 하였다88).

그렇지만, 하트는 공리주의 법리학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세 학설

-법과 도덕의 분리, 법적 개념들의 의미에 대한 분석적 연구, 법은

본질적으로 명령-은 각기 별개의 학설이므로 법과 도덕의 분리에

찬성하고 법적 개념들의 의미에 대한 분석적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

지만 법은 본질적으로 명령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였

85) 하트, 앞의 책, 124-1275 참조

86) 이런 의미에서 알렉시는 켈젠의 분석적 근본규범과 비교하여 하트의 승인규칙을 경험적 

근본규범이라고 부르고 있다.(Robert Alexy, 법의 개념과 효력, 이준일 역, 고려대학교출

판부, 2007, 136면 참조)

87)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4-5면

88)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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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9)

하트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영역은 분명

법의 중요한 문제 영역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법의 근본물음을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법이라

는 일상의 언어에서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를 경험적으로 파악

하는 그의 분석적 방법은 처음부터 일상 언어의 분석이라는 그의

관심사에서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 있

고, 그렇기에 그의 분석적 방법은 경험적 방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규범적 차원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

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트에게서 결국 규범의 문제가 사실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그의 일상 언어 분석에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90)

언어로 구성된 규칙은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애매한 부분이 있게 된다. 일반적 규칙을 특정 상황에 적응시키려고

할 때 이와 같은 확실한 중심부와 의문스러운 주변부의 이중성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규칙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고, 무엇을 금지하고 허용하는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내려져야 하는데, 하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법규칙의 개방적 구조 속에서 법관은 재량을 행사하여

판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법적 재량의 행사로 법관은 규칙 창설

또는 입법행위에 종사하게 된다. 이때 법관이 재량의 테두리 내에서

의거하는 기준은 법규칙이 아니다. 하트에게서 권리와 의무는 규칙

에 대응해서만 존재하므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법관의 판

결은 새로운 권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이 점은 곧 드워킨에 의해 비

판을 받게 된다.91)

89) H.L.A. , "실증주의와 법과 도덕 분리론", 이동민 역, 공익과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공익인권법 센터, 서울대학교 인권법학회, 제5권 제1호, 2008, 161면 참조

90) 서윤호, “현대 법철학에서 법개념의 문제”, 안암법학 제21권, 안암법학회, 2005,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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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트의 승인규칙 및 법관 재량론 비판

드워킨의 하트 비판은 크게, 근본적으로 사실의 문제와 규범의

문제는 별도의 독립된 영역에 속하며 법이란 규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 힘을 주는 원리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러

한 원리가 법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만큼, 법과 도덕이 구별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드워킨은 우선 법 적용에 있어서 규칙과 원리를 구별한다92). 드

워킨은 법에는 규칙뿐만 아니라 원리와 같은 규범이 작동하며, 이러

한 원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

지 않더라도 정치적 결정의 토대가 됨으로써 제도적 지지를 받아

법이 된다고 한다93). 즉 법은 규칙의 집합체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다. 오히려 이 규칙의 배후에 예컨대 ‘아무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식의 원리라는 형태의 규범이 존재하

여, 규칙 그 자체의 존재의의를 부여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94)

그렇다면 하트가 법을 인지하는 기준으로서 제시한 승인의 규칙

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드워킨은 이에 대하여 승인의 규칙을 원리

로 보든 규칙으로 보든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하트의 승인

규칙 이론을 무력화시켰다.

즉 만일, 원리가 승인의 규칙에 포착되지 않는다면 승인의 규칙은

법 전체를 인지하게 하는 데 부적절한 규칙이 된다. 왜냐하면 원리

가 법체계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판례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

91) 제국, 54-55면 참조

92) 이준일, 법학입문, 박영사 2004, 127면 이하 참조

93) 법의 제국, 54면 이하, 74면 이하 참조

94) 장영민, “자유주의적 제가치의 통합 - 해석적 실천을 통한 긴장적 평형 -”, 자유주의의 

가치들, 아카넷, 2011, 152-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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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비하여 원리가 승인의 규칙에 포착된다면 법은 규칙의

체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규칙과는 다른 성격의 규

범인 원리를 법이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95)

하트는 후에 『법의 개념』“후기”에서 이러한 드워킨의 비판에 대

하여 자신의 실증주의는 이른바 ‘연성 실증주의’이고 ‘명백한 사실

실증주의’라는 드워킨의 해석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실정법의 효력

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도덕적 원리나 실질적 가치에 적합할 것

을 수용하는 자신의 인식을 드워킨이 무시하고 있다고 재비판한

다.96)

드워킨이 법규칙과는 ‘논리적으로 구별되는’ 법원리를 하트의 실

증주의적 법이론을 비판하는 기초로 삼은 이래 법규칙과 법원리에

대한 이런 구별이론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알렉시에 의해

더욱 발전되면서97) 기본권이론으로까지 발전되었다.98)

95) , 앞의 논문(각주 77), 154-155면 참조

96) 허버트 하트, 앞의 책, 325면. 하트의 후계자인 Joseph  Raz 는 하트의 이와 같은 ‘연

성 실증주의’ 이론, 실증주의에의 도덕 원리 포용이라는 포용테제에 대하여 반대한다. 

Raz에 의하면, 포용테제는 법체계를 구성하는 유효한 규칙들에는 이른바 사회적 사실만

에 의하여 그 존재와 내용이 파악되는 규칙 외에도 그러한 규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함

축되는 규칙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그런데 특정한 법체계 내에 사회적 사실만

에 의하여 그 존재와 내용이 파악되는 규칙이 주어져 있고, 그러한 규칙이 특정한 규범

적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적 명제의 존재와 내용이 

또한 사회적 사실만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는 한 당연히 그것이 당해 법체계에 소속된 규

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포용테제는 잘못되었다고 한다.(박준석, 하트(H.L.A. 

Hart)와 라즈(Joseph Raz)의 법철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1권 제2호,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연구회, 2007, 58면 참조) 

97) 안준홍, “기본권 조항과 사법심사제도의 법적 의미 재론(再論)”, 법철학연구 제12권 제

1호, 한국법철학회, 2009, 72면 참조; 변종필, 앞의 논문 296면, 305면 참조(알렉시는 

드워킨이 규칙의 작용방식이 전부-또는-전무의 성격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러한 사항은 

규칙과 원리를 구별하기 위한 엄밀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만일 유보조항의 

활용을 포기한다면 규칙도 원리도 전부-또는-전무의 문제가 되지 못하지만 유보조항을 

활용한다면 규칙은 물론 원리도 전부-또는-전무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98) Martin Borowski (정종섭, 박진완 역), “기본권규범으로서 원리”, 서울대학교 법학 제

44권 제1호, 2003, 248면 참조. 규칙과 원리의 구별은 “기본권 도그마틱에 있어서의 중

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 라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종

류의 법 규범의 법 이론적 구별의 출발점은 로널드 드워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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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은 법관에게는 재량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는 재량이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분석한다. 첫째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 둘째, 상위의 심급이 없는 최종심이라는 의미, 셋째, 규

칙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의미. 이 가운데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하

여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상위의

심급이 없다고 하여 예컨대 대법원이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도 명백하다. 세 번째 재량은 법실증주의자들의 핵심주장으로

서, 이는 결국 법관에게 적극적인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권력분립의 이념에 반

하고, 법원은 민주정치의 조직구성상 입법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관

이기 때문이다.99) 따라서 드워킨에 따르면 판결하기 어려운 사례들

에서는 법실증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법관은 법질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재량은 결코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100)

이러한 원리에 의한 법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은 처음부터

규칙뿐만 아니라 원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드워킨은 규칙과 원리의 구별로부터 하트의 규칙모델에 입각한 법

개념을 비판한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논의는 LE에서 보다 포괄적

인 모습으로 ‘인테그리티(integrity)'로서의 법에 대한 논의로 나타난

다.101)

법규범은 알렉시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었고, 기본권이론에도 적용되었다. 많은 학자

들이 알렉시를 추종하여 기본권을 원리로 해석하고 있다. 

99) TRS, pp 31-39 참조; 법과 권리, 111-115면 참조;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77), 154

면

100) 변종필, 앞의 논문, 298-299면 참조

101) 김비환, “후기 드워킨의 가치통합적 자유주의-롤즈와 라즈 그리고 공동체주의와의 비

교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의 가치들, 아카넷, 2011, 225-226면: 이 저서 이후 드워킨

은 JfH(정의론, 2011)에 이르기까지 이 정합성 원칙을 그의 사상체계 전체의 통일적 구

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메타윤리적 원칙으로 의식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가치의 통합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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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워킨의 법 이론

(1) 법적 논증의 중요성

드워킨에 의하면, 법은 물론 하나의 사회현상이지만, 법의 복잡성,

기능, 결과는 모두 법의 구조가 가진 하나의 특별한 성격에 의존하

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적 실무는 다른 많은 사회현상과 달리 논

증적이라는 점이다. 법을 가진 사람은 법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주장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법적 실무가

갖는 이 중요한 논증적 측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또는 두 가지 관

점에서 연구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학자나 역사가가 갖는 관점

인 외적 관점으로서 이들은 예컨대 왜 특정 법적 논거가 다름 아닌

특정 기간이나 특정 상황에서 발전하는가를 묻는다. 다른 하나는 청

구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갖는 내적 관점이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실천적인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제기하려고 하는 소(訴) 의 법적

주장들 중 어느 것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증을

원하는 것이다102).

법적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의존하는 때에는 참여자의 내적 관점

은 역사가의 관점을 포함하게 된다. 예컨대 인종에 따른 분리취학이

불법인가의 문제가 헌법을 기초한 정치가나 인종별로 학교를 분리

한 사람들의 동기에 의존한다고 보는 때에는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

서 우리는 법에 관한 사회이론이 필요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그것

은 법철학적이어야 하고, 역사와 사회라는 자칭 더 큰 문제를 다룬

다는 구실로 법적 논증의 구조를 무시하는 이론들은 잘못된 것이

사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용해왔다. 이와 같은 거대이론의 구성은 현대 영미철학

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사상체계 전체에 정합성이라는 

메타윤리적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시도해온 결과였다. 

102) LE, p.11; 법의 제국, 29-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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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3)

이와 같이, 드워킨은 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도덕성 및 논증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회학적 기술로는 불충분하고

언제나 참가자적, 실천적 관점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104)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의 재판작용에서는 조리 있는 설

명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무엇

인지에 대하여 원리적 논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헌법재

판과 같이 가령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며 다양한 집단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즉 이와 같이 사람

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도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 실무의 특성으로서

의 법적 논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105)

(2) 권리와 의무의 근거로서의 원리

드워킨에 의하면 원리와 규칙은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규칙은 원리

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드워킨에 의하면, 원리란, 정의․ 공

정성․도덕적 요청인 까닭에 준수되는 표준이며,106) 권리를 기술하

는 명제이다.107) 원리와 규칙은 공히 특정한 여건 하에서 법적 책무

에 관한 특정한 결정을 지시하지만 그 지시의 성격은 다르다. 법전

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의 방식으로 적용된다.108) 이에 반하

여 원리들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이 갖지 않는 비중과

103) LE, pp.12-13; 제국, 30-31면 참조

104) LE, pp.13-14 참조

105) 김비환 외 5인, 앞의 책, 40-41면 참조

106) TRS, p.22; 법과 권리, 86면 참조

107) TRS, p.90; 법과 권리, 202면

108) TRS, p.24; 법과 권리, 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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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라는 차원을 갖는 특징이 있다. 원리들이 충돌할 때, 충돌

하는 원칙들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 상

대적 중요성은 정확하게 측정될 수는 없으며 어떤 원리나 정책이

보다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논쟁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리가 이러한 차원을 가지며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비

중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이 원리의 개념에서 본

질적인 부분이다.109) 알렉시는 이러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 발전

시켜 규칙은 ‘확정적 명령’이고 법원리는 ‘최적화명령’이라고 개념규

정하였다.110)

그런데 법원리와 법규칙이 이와 같이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실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드워킨에 의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장에 상속자로 지

명된 손자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하여 할아버지를 살해했음에도 불

구하고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릭스 대 파머 사안(Riggs v. Palmer)111) 같은 난해한 사건에서 원리

가 가장 크게 작용하며, 이러한 사안에서 원리는 특정한 법적 권리

와 의무에 대한 판단을 위한 논변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즉 어떤

원리는 법으로서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 의무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법관들이나 법률가들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112)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하트의 경우와 같이 권한이 있는 어떤 제도

가 규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규칙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론은 릭

스 판결과 같은 사안에서의 원리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원리의 기원은 어떤 입법부나 특정한 판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법률가 및 일반인의 규범의식 속에서 적절

109) TRS, p.26; 권리 93면 참조

110) 안준홍, 앞의 논문, 73면

111) 115 N.Y. 506, 22 N.E. at 189

112) TRS, pp 28-29 참조; 법과 권리, 96-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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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것이다.113)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법

리로서 의무부과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정치적 도덕성에 부

합되고 또 광범위한 제도적 지지를 받을 때’이다.114)

그런데 이와 같이 권리의 근거로서, 그리고 의무부과의 근거로서

의미가 있는 법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가?

(3) 권리론

1) 권리테제론

드워킨은 우선 원리의 논변과 정책의 논변을 구별한다. 정책의 논

변은 하나의 정치적 결정을 그 결정이 전체로서의 공동체의 어떤

집단적 목표를 증진시키거나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당화

한다. 원리의 논변은 하나의 정치적 결정을 그 결정이 개인이나 집

단의 권리들을 존중하거나 보장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정당화한

다. 통상 복잡한 입법 프로그램은 두 종류의 논변을 모두 요구한다.

중요한 산업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같이 주로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특정한 안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원리적 요

소가 개입할 수 있고, 차별금지 프로그램 같이 주로 원리에 의존하

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 예외를 인정하는 부가조항을 두고 정책

적 요소로 한정할 수 있다. 입법부는 정책의 논변을 추구하고 그 논

변에 의해서 발생한 프로그램을 채택할 권한이 있지만, 당사자가 그

제정법을 기초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그

권리의 존부를 원리의 논변에 근거해 정당화한다.115)

113) TRS, p.40; 권리, 116면

114) TRS, p.40; 법과 권리, 117면 참조

115) TRS, pp. 82-83; 법과 권리, 189-191면 참조. 드워킨이 이 두 종류의 논변이 정치적 

논변의 전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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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은,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 정립된 규칙도 그 어떤 방향으로

의 판결도 지시하지 않는 난해한 사안에서조차 정책이 아니라 원리

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테제(권리 테제)를 제안한다.116)

드워킨은 권리 테제에 대한 주장이 직면한 세 가지 문제를 정하

고 이에 대하여 논증한다. 첫째, 원리의 논변과 정책의 논변 사이의

구별이 법적 논변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둘째, 난

해한 사안의 판결에서 선례와 제도적 역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와 관련하여 제도적 권리 일반의 특성과 제도적 권리의 한 종류로

서의 법적 권리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법관들이 소송 당사자들

의 법적 권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치도덕적 판단을 해야하는데, 법

관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이다.117) 아래에서 이

세가지 문제를 정책논변의 여러 유형의 검토 및 비판, 재판에서의

판단 근거로서의 원리 및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법관의 정치원리적

판단의 적합성 문제로 각각 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2) 정책 논변의 유형 및 비판

드워킨은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준비로서 몇 가지 개념을 정의

하는데, 일반적인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서 정치적 목적의 이념으

로부터 시작한다. 즉 만일 하나의 정치이론에서 어떤 정치적 결정이

어떤 특정한 사태를 증진시키거나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

정치적 결정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것을 지지하거나 위

험에 빠뜨리게 될 경우 그 결정을 반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

정치이론은 그 특정한 사태를 하나의 정치적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

결정은 정책이나 원리적 근거라기보다는 덕스러운 행위로 변호될 수 있다고 한다

(TRS, p. 83; 법과 권리, 190면) 

116) TRS, p. 84; 법과 권리, 192면 참조

117) TRS, pp.89-90; 법의 권리, 200-2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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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만일 어떤 개인이 어떤 기회나 자원이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사태를 어떤 정치적 결정이 증진시키거나 보호할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정치적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것이 그 사태를 저지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은 그 결

정을 반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개인은 그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그 권리를 갖는다. 반면에, 하나의 목표(goal)는 개별화되지 않은 하

나의 정치적 목적으로서 특정한 개인들의 특정한 기회나 자원이나

자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집단적 목표는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위한

어떤 전반적 혜택을 산출하기 위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혜택들과

부담들 사이에 거래를 하도록 촉구한다. 경제적 효율성은 하나의 집

단적 목표이다. 평등에 대한 특정한 관념도 하나의 집단적 목표가

될 수 있다(가령 가장 부유한 자의 재산이 가장 가난한 자의 재산의

두 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분배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적게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더

큰 전체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118)

이때, 각각의 집단적 목표는 절대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일 필요는

없다. 각각의 권리들 또한 절대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

다. 어떤 권리를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것의 비

중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권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로부터, 즉 이렇게 살아남은 권리는 모든 사회적 목표에

의해서 무시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가령 어떤 정치적

목적이 집단적 목표 전체에 대해서 갖는 최소한의 비중을 넘지 못

한다면, 그 정치적 목적을 권리로 부르지 말 것을 정할 수 있다. 바

꿔 말하면, 그 정치적 목적이 오로지 특별히 긴급한 목적에 의해서

만 무시되고 그 목표에 대한 호소에 의해서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118) TRS, pp.91-92; 권리, 203-2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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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러한 목적을 갖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119)

이로부터, 하나의 단일한 정치이론 내부에서 그 정치적 목적의 성

격, 즉 하나의 권리나 목표로서의 지위는 그것이 그 이론에서 갖는

지위와 기능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적절한 이론은 사

회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정에 정당화를 제공

하는 배경권리와 어떤 특정한 정치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

에 정당화를 제공하는 제도적 권리를 구별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

록 각각의 사람들이 지금 헌법에 따라서 설립된 제도들의 구체적인

제도적 결정에 대한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어떠한 제도에 관련된 배경권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추상

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즉 추상적 원리와 구체적 원리를 구별한

다.120)

드워킨은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원리는

그 공동체의 집단적 목표들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이

상주의적 정책 논변을 인정하지 않는다.121) 왜냐하면 이 논변은 평

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의 규범, 즉 정부가 특정한 종류의 삶이

다른 삶보다 본래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지 못하게

하는 규범을 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22)

또한, 드워킨은 권리의 힘을 그것이 권리로서 어떤 집단적 목표를

증진하는 능력에 따라 정함으로써 권리와 목표를 결합시키는 공리

주의적 정책논변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책 논

변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동등하게 취급하며, 무엇일

가를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정도만을 수령하여 사회의 복리가 증진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본다면 평등주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119) TRS, pp.90-91; 권리, 205-206면 참조

120) TRS, pp.99-93; 법과 권리, 206-207면 참조

121) Ibid. p.94; 법과 권리 209면 참조

122) TRS,. p.274; 법과 권리 5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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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정책 논의는 심리적 공리주의와 선

호 이론으로 나누어진다.123)

심리적 공리주의는 어떤 정책으로 인하여 개개인이 받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모

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쾌락 또는 그 정책에 의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통이라는 단순한 심리상태가 존재하는지 의심

스럽고, 그 쾌락과 고통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난점이

있다.124)

심리적 공리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선호

이론이다. 이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의 결과를 다른 정책의 결과보다

사회구성원이 더 선호하게 될 때 옳은 것으로 본다. 이 선호를 측정

하는 방법은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를 합산하는 방법과 선호의 정도

를 합산하는 방법이 있다.125)

정책의 결과에 대해 개인이 갖는 선호는 어떤 가치나 기회를 자

신이 갖는 것에 대한 개인적 선호이거나, 가치와 기회를 다른 사람

들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한 외적 선호이거나, 그 둘 모두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6) 순수한 공리주의적 결정이 되려면 개인적 선

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외적 선호에 의

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외적 선호는 공리주의에게 커다란

난점을 제공한다. 공리주의 이론은 평등한 자로서 대우받을 시민들

의 권리를 구현한다는 가정에 힘입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만일 전체 선호에서 외적 선호가 계산된다면 이 가정을 위태로워

진다.127) 그렇지만 개인적 선호만 계산하도록 공리주의 논변을 재구

123) Ibid. pp.231-238, 275; , 헌법해석에 나타난 비례원칙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

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89면

124) TRS. p.233 참조; 법과 권리, 441면 참조; 박찬권, 앞의 논문, 89면 참조 

125) 법과 권리 441면 참조; 박찬권, 앞의 논문, 89-90면 참조

126) TRS, p.234; 법과 권리, 4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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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특히 선호가 편견에 의해서 영

향을 때 더욱 그러하다. 특정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강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공리주의적 논변이 주의해야 할 개인적 선호는 그

런 편견으로 물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서는 그 소

수집단의 불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공리주의적 논변도 공정

할 수 없게된다.128) 이것을 드워킨은 공리주의의 존립 근거를 파괴

하는 부패이라고 보았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리

주의에 반하는 정치이론, 예컨대 이타주의, 인종적 편견, 그 밖에 도

덕적 견해 등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129)

나아가 드워킨은 경제이론과 보통법 사이의 관계에서 법관들이

거의 항상 원리가 아니라 정책의 근거에서 판결한다는 것을 시사하

는 듯한 주장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경제적 계산이 정책적 논변이

라는 가정은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사이의 구별을 간과하였다

고 비판한다.130)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 논변들이 정책적 목표로부터 권리를 도출

하지 못하므로, 원리의 논변과 정책의 논변 사이의 구별이 법적 논

변과의 사이에서도 유지될 수 있음이 논증되었다.

3) 재판에서의 판단근거로서의 원리

127) 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를 인정하고 운동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는 극장이 비도덕적이고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장보다는 수영장을 더 선

호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런 이타주의적 선호가 계산되어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의 개

인적 선호가 강화된다면, 그 결과는 이중계산의 형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수영하는 

사람들 각각은 자신의 선호가 배려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에서 쾌락을 느끼는 

다른 어떤 사람의 선호를 통해서 배려되는 혜택도 받는 것이다. 도덕주의적 선호의 경우

에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 즉 배우들과 극장의 관람객은 그것데 대한 개인적 선호가 없

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선호가 더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이다.  

(TRS, 234면; 법과 권리, 445면 참조 )

128) TRS, ;법과 권리, 446-447면

129) TRS, p.235; 박찬권, 앞의 논문 90면 참조 

130) 법과 권리, 215-2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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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테제는 법관들이 난해한 사안을 구체적인 권리를 긍정하거

나 부정함으로써 판결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관들이 의존하는

구체적 권리들은 배경 권리라기보다는 제도적 권리여야 하며, 어떤

다른 형태의 제도적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여야 한다.131)

제도적 권리는 다양한 성격의 제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가령

체스의 경우에 제도적 권리는 그 게임이나 특정한 경기에 분명하게

속해 있는 구성적이고 규제적인 규칙들에 의해 정해진다. 체스에 참

가하는 어떤 사람도 일반적 도덕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에 의해서

제도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체스에서의 제도적 권리는

자율적이다. 반면에 예컨대, 입법부가 무엇이며 누가 거기에 속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규정하고 국가종교를 정할 수 없

다고 규정하는 특별한 구성적이고 규제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이러

한 규칙은 어떤 시민들이 정치도덕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에 호소

하여 최저임금 입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

분치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은 부분적으로만 자율적이다.132)

이와 같이 제도적 권리마다 자율성에서 차이가 있음은, 하나의 정

치이론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는 그것이 규정하는 배경 권리와 상

이할 수 있음을 가져온다. 또한 제도적 권리의 자율성은 관리가 지

켜야 할 제도적 의무를 배경적인 정치도덕으로부터 격리시킨다. 그

러나 이 격리의 힘은 가령 체스같이 완전히 독립된 제도의 경우에

도 어떤 규칙은 특정 여건에서는 관리자가 그 규칙을 집행하기 전

에 명료한 해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체스 경기 중의 난해한 사건에

서 그의 배경적 신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다. 체스 관리자 같

이 제도적 제약의 힘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도적 권리에 관

한 관리자의 결정이 그 제약에 의해 지배되는 예를 볼 수 있는 것

131) 권리, 220면 참조

132) 법과 권리, 220-2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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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33)

난해한 사안에서의 판결이 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한 판결이어야

한다면, 관리자의 그런 판단의 근거는 하나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부

정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는 판결을 할 때 그의

제도의 경우에 왜 규칙들이 어떤 권리를 만들거나 부정하는지에 대

한 일반 이론을 동원해야 하며 그 난해한 사안에서 그 일반 이론이

어떤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134)

여기서 드워킨은 입법목적과 법적 원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가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논증 툴로 그가 이후 LE(법의

제국)에서도 등장시킨 초인적인 법관 헤라클레스가 헌법과 제정법과

그 배후에 있는 망들을 어떻게 엮어서 권리를 확정해 나가는지를

보인다.135)

4)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법관의 정치원리 판단의 적합성

드워킨에 의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공리주의적 정책을 확정하는 데 가장 적당한 제도로 간주되고 있

다136). 그러나 다수결에 의한 선거제도는 위 외적 선호를 제거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호 행위를 검증하여 외적

선호를 배제시킬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

나 사실상 개인적 선호와 외적 선호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정치적 권리는 이러한 결함 있는 공

리주의 철학의 반영임을 인식해야 함과 동시에 다수결에 의한 결정

에 의해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133) 권리, 221-223면 참조

134) 법과 권리, 227-256면 참조

135) 법과 권리, 227-256면 참조

136) TRS,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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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37) 다시 말해 드워킨의 생각에 의하면 외적 선호는 대의민주

제의 정치과정에서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

선의 것은 외적 선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

역과 행위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사회 전체가 내리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도하는 으뜸패로서

의 권리라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138)

이러한 취지에서 드워킨은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권리

를 갖는 것은 “집단적 목표가 개인의 소유나 행위를 부인하는 데 있

어 충분한 정당화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그 개인들에 대한 손실이나

침해의 부과를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이다139).

달리 말하자면 권리란 항상 집단적 목표에 대한 권리이다. 즉 권

리는 다수자에 대한 권리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이며, 따라서 입법부와 법원 역시 같은 사명을

갖는다. 특히 법원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다수자의 의사에 직접적으

로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 보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

며, 법관의 이러한 기능이야 말로 자유주의적 도덕성의 요청인 것이

다.140)

그런데,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할 수

는 없으므로 헌법상의 기본권과 같은 제도는 이를 막는 저지선으로

서 기능하게 되는바141), 위헌법률심판제도 등 사법심사 기관은 바로

이를 책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37) Ibid.

138) , 앞의 논문, 2005, 91면 

139) 장영민, “드워킨의 권리와 원리의 법철학”,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66면

140)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139), 66-67면

141)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77), 158-159면; 장영민, 현대의 법철학, 법문사, 2007, 

24-25면 참조; 정치적 도덕성의 함의의 면에서는 권리테제가 정답테제보다 더 우위에 

있는 테제이다. 권리테제에 대하여는 TRS, 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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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답 테제

또한 드워킨은 법관이 법전 속의 규칙을 벗어나 판결할 때라도

그는 비법적 기준이나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위 법 원리에 기

하여 판결해야 한다고 한다. 만일 단일한 원리에 의하여 주어진 사

안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라도 모든 관련 원리들을 공정히 고려해

보면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옳은 해답을 얻

을 수 있다고 한다.142)

이 정답테제는 그의 주장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명제이다. 그

는 우선 모종의 정답 연산법이 있어서 어느 누가 이를 사용하더라

도 동일한 판단에 이를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테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법관의 정치

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관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

결한다면 과연 그가 판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법관에게 법관으로서의 직무상의 책임에 반하는 행동이 될 것

이다. 둘째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여러 원리가 경합하며 따라

서 상이한 비중의 둘 이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가

능하다고 한다. 즉 원리들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더 큰 비중의 원

리에 따른 결정이 답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리는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판결을 할 수 없을 만한 원리부족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고 한다.143)

6) 법을 위반할 권리

드워킨에 의하면 ‘right’이라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힘

을 갖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할 권리(right)를 갖는다

142) , ‘하트의 법철학 방법과 법의 개념“,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38면

143)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77), 155-156면; 법의 제국 32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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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가 그것을 하는 것을 방해

하는 것이 잘못일(wrong) 것이라거나 최소한 그 방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드워킨은

정치적 도덕적 권리에 입각하여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이

러한 강한 의미의 권리(right)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144)

반면에, 어떤 사람이 하려는 일이 옳지만(right), 그것을 방해하더

라도 잘못이 아닌 경우에, 그 사람은 그것을 할 강한 의미에서의 권

리(right)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

떤 것을 할 권리를 갖는가의 문제와 그가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문제를 구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만 할 때

에도 그 사람이 그것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위 할 ‘권리’, 또는

자신의 양심에 따를 ‘권리’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권리’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145)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권리(right)를 가지는 경우에도 그를 저지하는

것이 잘못(wrong)은 아니고, 여기서의 권리는 약한 의미를 갖게 된

다.

이와 같이 권리를 그 힘의 차이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하여 보면,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할 권리를 갖는가라는 통상적인 물음을 약한

의미의 권리에 대한 물음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강한 의미에서의 권리로서 법을 위반한 권리는 갖지 못하는가?

드워킨에 의하면, 국민은 법에 어긋나는 어떤 것을 할 강한 의미

에서의 권리를 갖는지 여부 및 갖는다면 언제 갖는지 등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어떤 권리를 갖는

다는 이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146)

144) TRS, p. 188; 권리, 364-365면 참조

145) TRS, p. 189; 법과 권리, 365-3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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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그들 정부에 대한 기본권, 즉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권리가 되는 몇몇 도덕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권리들은 강한 의미에서의 권리이어

야 한다.147) 정부에 대한 기본권이 강한 의미의 권리이어야 한다는

점은 이들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화의 내용과 수준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요하다.

즉 정부는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그것을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전체의 공리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당화된다. 그

러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개인적 시민들이 갖는 정부에 대한 기본

적 권리를 제한할 때는 이런 종류의 정당화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

일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 같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면, 정부가 언

론을 제재할 경우 다수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다.148) 따라서

만일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말할 권리를 내가 갖는다

면, 정부는,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불법화시켜서는 안 되고, 나의 행위를 불법화 한 후 그 법을 나에게

집행하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149)

드워킨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언론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시위

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말해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울 제정하는

것이 인간이 갖는 그와 같은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법이든지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 의무는 거

의 정합적이지 못하게 된다.150) 그렇다면 드워킨은 시민들이 정부에

146) 권리, 368면 참조

147) Ibid.

148) 법과 권리, 369-370면 참조

149) 법과 권리, 371면 참조



- 50 -

대하여 갖는 권리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가?

드워킨은, 나쁜 법이라도 법이 집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법

에 대한 존중이 약화되어 사회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므로, 공동선

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존중의 원칙 하에 법을 강요해야 한다는

논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다른 근거에 의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

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권리

들 간의 경쟁 또는 충돌을 든다. 다만, 이 때도 개인의 권리를 무시

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권리’와 다수에 포함되

는 사람들의 개인적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며, 사회의 다른 구

성들이 개인으로서 갖는 권리만 경쟁하는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긴급사태에서나, 매우 커다란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때나,

아마도 어떤 커다란 혜택이 명백하게 확보될 수 있을 때, 시민들의

개인적 권리의 축소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151)

7) 동등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권리

드워킨은 사람들이 ‘모든 자유에 대한 일반적 권리’(any general

right to liberty at all)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를 불합리하다

고 본다.152) 드워킨은 먼저 ‘모든 자유에 대한 일반적 권리’를 의미

하는 고전적 자유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

다. 고전적 의미의 자유는 사람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제약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153)

즉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한

제약도 자유의 제한이며, 살인을 금하는 것도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150) 권리, 371-372면 참조

151) 법과 권리, 372-374면 참조

152) TRS, p267; 법과 권리 499면 참조

15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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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된다. 이런 ‘모든 자유에 대한 일반적 권리'로서의 자유권을 인

정하게 되면 자유와 다른 가치는 필요 이상으로 충돌하게 되며, 자

유에 대한 제한이 특별히 부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너무 쉽게 대답

해 버리게 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고전적인 자유 개념

대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고, 일반적인 자유권이 있다는 생각을 버

리자고 한다.154)

드워킨의 경우에 자유와 평등이 대립된다는 종래의 견해와 달리

자유와 평등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평등

권인 동등한 배려와 존중(equal concern and respect)권(을 우위에

둠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155) 드워킨은 먼저 정치적 도덕성

의 공준(postulate of political morality)을 설정한다. 그 내용은 권리

를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는 자유주의 정치철학

의 핵심 내용을 ‘인간의 선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인정하는 것’156)이

라고 보면서, 각 개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활방식을 공직

자나 동료 시민이 상스럽다거나(ignoble)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재화나 기회의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권리가 있다”157)고 한다.

그는 이를 칸트에 따라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권리라고 공식화하

여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공준으로 삼고 있다. 이 동등한 배려와 존

중에서 권리란, 정부는 피치자를 고통받을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

는 인간으로서 배려해야 하며, 개인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형성, 선

택해 나가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내

용의 권리 즉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재화나 기회를 배분받을 권리인

평등처우권(right to equal treatment)과, 재화나 기회의 배분을 결정

154) TRS pp.267-269 ; 법과 권리, 499-502면 참조

155) MoP, p.191참조

156) MoP, p.181 이하 참조

157) Mop,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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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배려하고 존중할 권리인 ‘동등자

로 대우받을 권리(right to treatment as equals)’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후자의 권리를 자유주의적 평등관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158)

(4) 법과 도덕의 통합

드워킨에 의하면, 도덕과 법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한 고전적인 물음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순환논리의 문제점을

분석법학에서는 법의 개념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분석적인 방법으로 순환논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개념이 가령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총각이다”와 같은 기준 충족형이거나 물의

분자식은 H2O이다와 같은 자연종형이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논

의로부터 중립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법의 개념은 해석적 개념이고

따라서 분석법학과 같은 방법으로는 순환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

다고 하며, 후기의 저작인 정의론에서는 법과 도덕의 통합을 제안하

기에 이른다. 법과 도덕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59)

상이한 두 규범의 집합체인 법과 도덕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

는가? 한 가지 연관성은 명백하다. 어떤 공동체가 헌법의 테두리 안

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어떤 규범이 법이 되는가를 정할 때에

는 그 공동체는 도덕의 제약을 받는다. 매우 예외적인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당하다고 믿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전

적인 물음은 이와는 상이한 종류의 연관성에 관해 묻는다. 각 체계

의 내용이 다른 체계의 내용에 정말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은 쌍방향으로 제기된다. 우리의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은

실정법의 내용에 얼마나 의존하는가? 우리는 법의 내용이 무엇이든

158) TRS, p.273; 권리, 509-510면 참조

159)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77), 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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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킬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사실상 우리의 법적 권리와 의무

는 얼마나 도덕이 요구하는 바에 의존하는가? 부도덕한 법이 정녕

법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160)

실증주의는 법과 도덕 두 체계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다. 무엇이

법인가는 오로지 역사적 사실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것은 당

해 공동체가 관습과 실행의 문제로서 결국 무엇을 법으로 받아들였

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실증주의는 전통적으로 이 개념을 규준

의존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즉 실증주의는 법률가들이나 법률 공직

자들이 하나의 법적 명제가 법리적인 의미에서 참인지를 가려냄에

있어서 그 명제의 계보상 요건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려 했다. 해석주

의는 법칙적 개념을 해석적으로 다룬다. 즉 하나의 사안에 대해 법

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요구한다고 법률가들이 주장할 때는 그

해석적인 측면이 항상 은폐되어 있지만, 그야말로 해석적인 주장들

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긴다.161)

드워킨은 자신이 40년도 더 전에 처음 해석주의를 옹호하려고 했

을 때 정통 이원론 안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고, 그래서 당시에 법을

제정된 규칙들, 즉 계보에 속하는 규칙뿐 아니라 그 규칙들을 정당

화하는 원리도 포함한다고 생각하였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이원론

그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162)

사실, 드워킨은 『자유의 법(Freesom's Law)』에서는 그 부제를

'헌법의 도덕적 읽기'라고 붙임으로써 법과 도덕의 통합을 표방한

바 있으나, 그 책에서 행한 작업은 법과 도덕이 동일한 규범체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단지 헌법의 해석에 도덕이 핵심적 역할을 한

다는 것이었다. 법관에게 도덕적 관점이 필요한 것은 실정법과 관계

없이 존재하는 법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정법이 무엇인지

160) , 620-621면

161) 정의론, 623면

162) 정의론, 6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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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163)이라고도 했다.

이제, 드워킨에 의하면, 법과 도덕이 별개의 규범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경우 두 체계의 연관관계에 대한 문제를 심판할 중립

적인 관점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

다.164)

가령 법과 도덕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다면, 헌법, 법률, 판례, 관행, 그리고 나머지 학설 등 법적 자료를

찾아본 후, 이러한 자료의 올바른 독해에 따른 논변을 세우려고 한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자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먼저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도덕이 법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이

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165)

그리하여, 이제는 법과 도덕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한

다. 즉 법이 정치적 도덕성의 한 가지(枝) 라는 것이다. 법은 정치적

도덕성의 나무 속에서 정치적 도덕성(정치적 가치들)의 각축 위에서

발현하는 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도덕성이 변하면 법도 변

하게 된다.166)

그런데 이렇게 법과 도덕을 일원론적으로 통일적으로 보기로 하

고 보니, 원래 규범이라는 것의 한 종류로서 각각 법과 도덕이 있었

던 것이어서 최초의 시작점으로 돌아온 듯하여 허망한 듯한 생각도

든다. 그러나, 최초의 지점에서는 규범 안에 법과 도덕이 각각 별개

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드워킨의 통합논의를 거친 이제는 법

과 도덕이 어떻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서로 발전해나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최초의 시작점과 동일한 곳으로 돌아온

163) 권리, 14면

164) 정의론, 623면 참조

165) 정의론, 619-623면 참조

166)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77), 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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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법과 도덕 상호 간에 동태적 연결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5) 드워킨의 법 개념

드워킨은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법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의미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거부하는 대신 법명제가 참

인 근거를 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드워킨에게 있어서 ‘법

개념’ 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드워킨의 법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드

워킨이 주장한 법의 근거에 관한 내용을 다른 법개념과 동일한 위

상에서 파악한다는 취지에서 드워킨의 법 개념이라 칭하기로 한다.

1) 구성적 해석

『법의 제국』에서 드워킨은 종래의 법개념에 대한 논의가 분석

적 의미론의 수준에서 행해졌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의미론의 문

제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드워킨은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

음이 법의 개념이라는 주제로 논의되는 경우 의미론적 논의의 틀에

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167) 의미론적으로 중립적인 장

167) 이에 대하여, 헤겔의 <법철학>에서 나타나는 법의 개념과 유사하다. 헤겔은 

그의 <법철학> 1절에서 이렇게 말학 있다. 법철학의 대상은 법이념, 즉 법개념과 그 실

현이다. 여기에서 헤겔이 말하는 법개념이란 추상적 오성규정을 뜻하는 단순한 개념들이 

아니라, 헤겔이 스스로 사물의 본성 또는 사물의 개념이라 부르고 있는 개념을 뜻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헤겔 <논리학>에서 개념논리가 존재논리와 본질논리의 통일로서 등장

하는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개념은 현존재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

한다. 그러나 현존재와 대립에 그치는 그러한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며 단지 오성적 반

성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실존하더라도 개념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은 필엱거인 것

이 아닌 곧 지나쳐버리는 우연적인 것이며 외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실존하는 것처럼, 법도 추상법, 도덕, 그리고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인륜적 제

도로서 실존하는 한에서 비로소 살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존재와 하나가 된 법개

념이 법이념이고, 이것이 헤겔에게서는 법철학의 대상을 이루는 것이 된다. (서윤호, 앞



- 56 -

치로 법의 근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168)

한편, 법을 명백한 사실로 보는 입장에서 법이란, 예컨대 입법부,

시의회 그리고 법원과 같은 법기관들이 과거에 어떤 결정을 하였는

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법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언제나 제도적 결정

의 기록이 담겨진 법전(판례집)을 찾아봄으로써 대답될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법은 명백한 사실로서 존재하며, 법이 무엇인가는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법에 관해 이론적인 견해 차이를 갖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론적 견해 차이

가 있는 것은 사실은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견해 차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 차이는 사실은 법의 문제가 아

니라 도덕성의 문제와 충성의 문제인 것이다.”169)

명백한 사실설에서는 법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만 의존하며, 법

에 관한 합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법기관들이 과거에 실

제로 정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경험적 견해 차이이고, 이론

적 견해 차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로 이해해야 한

다는 것이다.170)

이른바 실증주의 이론들은 법에 관한 명백한 사실설을 지지하는

데, 그것은 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진정한 견해 차이는 법제도의 역

사에 관한 경험적 견해 차이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171)

드워킨은 법의 근거를 명백한 경험적 사실로 파악하는 ‘명백한 사

실설’의 입장이 오류임을 밝힑다.172) 또한 명백한 사실설에 입각하면

논문, 117면)

168) 법의 제국, 166면 이하 참조

169) 법의 제국, 21면 참조

170) 법의 제국, 54면 참조

171) 법의 제국, 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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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를 보다 세련되게 설명하는 견해로서 하트의 견해를 재구성

한 언어의 경계선설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다. 이 설에 의하면 견해 차이는 당해 사안이 법언어의 의민의 경계

선에 놓여 있어서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계선설도 역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법

률가들이 이러한 언어의 경계선에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느

쪽으로든 언어 사용에 대한 약정을 새로 정립하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무익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73)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나타나는 견해의 차이를 드워킨

은 명백한 사실의 문제도 아니고 의미론적 문제도 아닌 해석적 문

제로 파악한다.174)

동일한 해석 대상에 대하여 해석적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경험적 요소로 환원

할 수 없는 규범적, 가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175)

그는 법적 사안의 해결에 합리적인 견해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

시킨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률의 문언이 존

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석자의 태도에서 비

롯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드워킨이 자주 예로 드는 릭스사건은 상속

에 관한 뉴욕주 법에 의할 때 적법한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상

속이 개시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트의 의미에 따른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하고 조부를 살해한 상속자에게 상

속을 거부하는 것은 법관들 사이에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고, 드워킨은 이 태도의 차이가 법 가치에 대

172) 제국, 21면 이하

173) LE, 52면

174) 서윤호, 앞의 논문, 117면

175) 서윤호, 앞의 논문,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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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이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176)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해석의 견해의 차이는 해석자의 주관적인 견

해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드워킨은 철학적 해석학이 인간이 생산한 의미체를 이해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는 데서 출발하여, 그것을 위해서는 일정한 선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데 주목한다. 드워킨은 그 의미체의 ‘목적’을 선이해

의 전제로 설정하고 그 목적이 작자의 그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그

것임을 주장한다. 그는 이를 창조적 해석이라고 이름하고, 창조적

해석은 과학적 해석이나 일상 언어의 해석과는 달리, 텍스트를 최선

의 것으로 만드는 해석이며 이것이야말로 해석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해석을 한 결과가 텍스트를 최선의 것

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해석

활동 자체와 수행적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177).

독일 풍의 법 방법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목적론적 해석을 중시

하면서 이를 입법자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주관설이 아니라

텍스트의 인테그리티를 찾는다는 점에서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78)

그의 해석이론은 해석의 대상이 된 것을 그 텍스트의 최선의 것

으로 만드는 해석이 텍스트 해석의 ‘정답’이라고 하는 결론을 제시

한다.179)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론은 비단 통상적인 텍스트의 해석

뿐 아니라, 후술할 가치의 통합이라는 더 크고 포괄적인 작업에서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역시 후술할 현대의 정치체가 시민

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덕성으로서 ‘동등한 배려와 존중’도 그의 강

인하도고 놀라운 해석력에 의하여 목적으로 조정되어 해석되고 있

176) , 앞의 논문(각주 77), 156-157면; JfH p.149

177) LE, pp. 50-55 참조; 법의 제국, 80-91면 참조

178)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7면

179) LE, pp. 52-53 참조 ; 법의 제국, 83-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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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0)

2) 정치적 인테그리티 및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

드워킨은 법의 제국에서 법에 관한 정의를 과거에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 현재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어떤 작용을 하는가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의 정치적 결정과 현재의 권리의 관계는 법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선이해의 핵심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법에 대한 선이해가 가지는 보편적 합의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드워

킨은 이를 법의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법은 과거의 정치적 결

정이 현재의 정치권력 행사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정당화

하는가의 문제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보편적인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드워킨은 제 가치를 포괄적으로 가장 잘 정당화하는 해석이 정답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의 경우 과거의 정치적 결정(입법,

선례)과의 일관성(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와 실질적 정당성(정의)라

는 가치가 구현되는 해석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181)

드워킨은 법의 개념(concept)과 법의 관념(conception)을 구별한

다. 이러한 구별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기 위하여 ‘예의범절의 공

동체’라는 가상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그 사회에서 예의범절의 개념

은 ‘경의’로서 제공받고, 그 경의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지에 관해 경쟁하는 입장들은 그 개념(concept)에 대한 여러 관념

(conception)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념과 관념의 차이는 실천의 해석을 연구하는 추상적

수준의 차이이다. 첫째 수준에서는 논쟁의 여지없이 모든 해석에 채

180) , 앞의 논문(각주 40), 7면

181)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77), 157-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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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이념들을 둘러싸고 동의가 모아졌다. 둘째 수준에서는 이러

한 추상화 속에 잠재하는 논쟁이 인식되고 받아들여진다.182)

사실 우리의 법문화 속에서 법 실무라고 여기는 실무를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집단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입법자가 있고, 법

원과 행정공무원과 행정기관이 있으며, 이러한 기구가 내린 결정들

은 판례집이나 규정집의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는 헌법전도

있다. 각 법률가는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이러한 기구들이 모여서

우리의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법 실무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에게 여러 법 실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들이 모종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념을 제공해준

다. 법 실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해석적 문제에

속한다.183)

드워킨은, 대부분의 법이론가들이 받아들여서 그 토대 위에서 논

의하는 법의 존재이유에 관한 추상적 기술을 찾을 수 있다면 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법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조직

화할 추상적 설명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84)

정부는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나라를 번영하게 하거

나 부강하게 하거나 신심을 두텁게 하거나 훌륭하게 만들려고 한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 및 기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집단적 힘을 행사한

다. 법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법적 실천의 가장 추상적이고 근본적

인 의미는 정부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향도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 즉 아무리 그 목적에 비추어 유용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목적이 이득이 되고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언제 집단적 힘의

행사가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과거의 정치적 결정에서 나오는, 개인

182) LE, p.71 ; 법의 제국 111면 참조

183) LE, p.91 참조; 법의 제국 142-43면 참조

184) LE, p.92; 법의 제국, 1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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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와 의무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정부

의 힘이 행사되거나 불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면, 법은 이

러한 복잡한 기준을 충족하는 권리와 의무의 체계이다. 법이 강제력

의 행사를 허용하는 이유는 적절한 종류의 과거의 결정에서 나왔다

는 데 있다.185)

법의 관념들은 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초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전개해나간다. 그 각 관념은 법 개념이 제기하는 세 가지의 물음에

대하여 답을 제공한다. 첫째, 법과 강제 사이에 존재한다고 전제한

연관관계가 도대체 정당화되는가? 공권력이 과거의 정치적 결정에

서 나오는 권리와 의무에 들어맞는 식으로만 행사되기를 요구할 이

유가 있는가? 둘째,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셋째,

어떠한 이유 하에서 과거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나

온다고 볼 때, 그것은 과거의 결정과의 어떠한 일관성 관념인가? 이

셋째 질문에 대하여 어떤 법 관념이 주는 답은 그 법 관념이 인정

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게 된다.

드워킨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법 실무에 대한 세 가지의

추상적 해석을 고찰하고 있는데, 이 세 관념을 관행주의, 법실용주

의,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law as integrity)이라고 부른다.186)

드워킨은 종래 널리 인정되어온 정치적 덕목으로서,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차 이외에 인테그리티(integrity)를 별도의 독립된 덕

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법의 관념에 있어서도 인테그리

티의 법 관념을 주창한다.

정의는 기존의 정치기구가 -공정하게 선출되었는가와는 상관없이

-내려야 하는 결정에 관한 것이다. 정의를 정치적 덕성으로 받아들

인다면, 우리는 입법자와 기타 공직자가 물질적 재화와 자원을 배분

하고 민권을 확보하여 도덕적으로 옹호할 만한 결과를 확립하기를

185) LE, p.93; 제국, 144면 참조

186) LE, p.94; 법의 제국, 146-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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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란다.187)

정치에서 공정성은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정치적 절차를

찾는 문제이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그 선출된 공직자의 결정

이 선거인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은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

서는 적어도 모든 시민이 자신을 지배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

체로 평등한 영향력을 갖게 하는 절차와 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이해이다.188)

드워킨에 의하면, 정의와 공정성은 항상 같은 방향에 서있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장기판식 법률의 경우처럼, 때로 갈등하거나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테그리티라는 별도의 독립된 덕목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상적 덕

목 사이의 갈등은 정치에서 매우 흔하다. 우리의 정치적 행위를 오

로지 공정성, 정의, 절차적 적법절차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앞의 두

덕목이 때대로 반대의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는 정치적 공정성의 존재를 믿고, 각 사람이나 그룹이 연

방의회나 주 입법부의 결정에 대하여 대체로 동등한 정도의 통제력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 한 도덕적

쟁점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

라서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도덕적

쟁점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에 따라서, 마치 만장일치라도 있었던 것

처럼 단지 다수의 의지를 시행함으로써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189)

187) LE, p.165; 제국, 241면

188) LE, p.164; 법의 제국, 240-241면

189) 어떤 철학자는 정의와 공정성 간에 기본적인 갈등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그들

은 이 둘 중 하나는 종국에는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혹자는 정의는 

공정성과 분리된 의미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정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통한 것이면 정의롭다고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의 극단적 내용

이다. 이와 달리 혹자는 정치에서 공정성에 대한 유일한 심사는 그 결과의 심사에 있고, 

모종의 독립된 정의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정치적 절차는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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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정치는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차와 같은 잘 알려

진 이념에다, 이상적인 공리(公理)적 이론 속에서는 아무런 독자적

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것을 추가한다. 이것은 때로

는 유사한 것은 유사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표어로 표현된다. 이것은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원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며, 몇몇에게 적용하는 정의와 공정성의 실질

적 기준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확장하도록 요구한다.190)

드워킨은 정치적 도덕성의 이러한 특별한 요구를 정치적 인테그

리티라고 명명한다.191) 인테그리티의 요구는 두 가지의 더 실천적

원리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는 입법에서의 인테그리

정치절학자는 정의와 공정성은 어느 정도 상호 독립적이어서 공정한 제도가 때

때로 정의롭지 못한 결정을 하고 불공정한 제도가 정의로운 결정을 하기도 한다고 보는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통상의 정치에서 우리는 두 덕목 사이에서 어떠한 정치

적 프로그램을 지지할지를 결정할 때 두 덕목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는 다수결

이 정치에서 가장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결정절차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수는 때

때로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정의롭지 못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다수가 언론의 자유나 기타 중요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권

력에 대하여 헌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러한 난해한 질문은 공정

성과 정의가 때대로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가 인테그리티를 제3의 독립된 이상

으로 믿는다면 사람들이 정의와 공정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테그리티를 

위해 정의나 공정성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교섭과 타협을 통하여 

최후의 결과에서 그 수에 조화되는 정도로 각인의 견해가 대표되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이러한 타협을 솔로몬 식으로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짝수 해

에 태어날 아기를 임신한 부녀에겐 낙태를 범죄화하고, 홀수 해에 태어날 아기의 임산부

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식으로 하면 왜 안되는가? (법의 제국, 177-178면 참조) 

190) LE, p.165; 법의 제국, 241-242면

191) 드워킨은 또한 왜 이러한 명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

을 택한 것은 그것이 가지는 개인적 도덕성에 상응하는 이념과의 연결성을 보이기 위해

서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일상생할에서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옳은 원리에 따른 행동이 무엇

인가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요구를 다른 요구와 구별한다. 중요한 일에서 그들은 일관되고 진실되게 행동해야 한

다. 그들의 삶을 전체로서 드러내 보여주고 형성하는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 보는 국가나 공동체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요구를 할 때 설령 정의와 

공정성의 올바른 원리가 진정 무엇인가에 관하여 국민들 사이에 견해가 갈린다 하더라도 

국가는 일관된 하나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테그리티는 

정치적 이념이 되는 것이다. (LE, pp.165-166; 법의 제국, 242-2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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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원리로서 입법을 통해서 법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그 법을

원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두번째는 재판에서의 인

테그리티의 원리로서, 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결정할 책임을 지고 있

는 사람들에게 원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법을 정확하게 보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192)

인테그리티로서의 법관념은 법과 법적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입장은 두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아주 다르게 대답한다.

이 입장은 법의 제약이 사회에 유익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나 절차적

공정성을 제공함으로써가 아니라 또는 그 밖의 도구적인 방식으로

서가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그 공동체를 더 참되게 하고 그 공동체

가 행사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를 증진해주는 일종의

평등을 확립함으로써이다 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셋째 질문에 대한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의 대답은, 권리와 책임이 과거의 결정에

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법이라고 설명한다. 그것들이 과거의

결정 속에 명시적으로 들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명시적 결정들을 정

당화하는 가운데 전제하는 개인적 및 정치적 도덕성의 원리들에서

나올 때 권리와 의무가 성립한다고 한다193).

인테그리티의 재판원리는 판사에게,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추정,

즉 정의와 공정성의 일관성 있는 관념을 표현하는 단일한 작가-의

인화된 사회-에 의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가 창조된 것이라는 추정

하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찾으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

침을 법의 근거에 관한 명제로 재구성함으로써 과거의 정치적 결정

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가에 관한 제3의 법 관념을 구성한

다.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에 따르면, 법 명제는 그 공동체의 법

실무에 대한 최선의 구성적 해석을 제공하는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차 속에 들어가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올 때 참이다. 따라서 인

192) LE, pp.166-67; 제국, 244면 참조

193) 법의 제국, 150-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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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은 관행주의나 실용주의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석적이다.194)

3) 해석에서의 객관성

우리가 늘상 범하는 두 개의 오류가 있다. 그 하나는 해석에는 진

(眞)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진이라고 통용

되는 것은 해석자가 속하고 있는 해석 공동체의 힘에 지나지 않는

다라고 까지 말한다. 상이한 해석‘들’이 있을 뿐 정오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다수설 내지 통설에만

매달려 있어야 하는가? 드워킨은 말한다 “우리는 이에 저항해야 한

다”. 사실 ‘진리임을 주장하는 것’은 해석의 중심에 있다. 판사가 “이

것이 나의 형법 해석이다. 피고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다른

판사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진이란 없다”라고 말한다

면 이것은 어이없는 오류일 것이다.195)

드워킨이 말하는 다른 하나의 오류는 가치의 여러 영역을 구분하

는 것이다. 정치적 도덕성과 개인의 도덕성을 준별하는 것, 도덕과

윤리(‘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각인의 관념)를 준별하는 것이 그것

이다. 그는 관념의 통합적 망(네트워크)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것은 모든 것을 정돈하려는 ‘미(학)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해

석적 진리의 성격과 해석적 논의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꽉 맞물러 있어야 한다(have got to hang together)는 것을 알게 된

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드워킨의 이른바 고슴도치의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절한 해석방식을 찾는가? 그 자체 논쟁적 주

제이지만, 사법(司法)에 있어서는 보통법의 방법 속에 적절한 올바

른 양식의 생생한 예가 있다고 하면서, 1916년 카도조(Cardozo) 판

194) LE, pp.225-26; 제국, 322면 참조

195)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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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뉴욕주 고등법원 판사로서 행한 맥퍼슨 대 뷰익자동차

(MacPherson v. Buick Motor Co.) 사건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판

결을 예로 든다.196)

영미법에는 불법행위 사건을 일정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전통이

있었다. 카도조 판사는 이 전통을 다른 식으로 보라고 말한다. 우리

는 모두 이웃을 배려할 의무를 갖는다고 생각해 왔다. ”이것이야말

로 실제로 불법행위법에서 행하여졌던 일이다, 설사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카도조 판사는 지금 새로운 전통을 시

작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통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

진 전통을 가장 잘 결합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목적과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행동의

목적적 재인식인 것이다. “철학은 언제나 이것을 한다. 즉 새 학파가

등장할 때 지금 새 주제를 찾았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

이 철학을 하는 올바른 방법, 길이라고 말한다. 결국 그들은 전통을

다른 식으로 보자고 말하는 것이다. 197)

(6) 소결

이상에서 드워킨은 법을 규칙의 집합으로 보고 규칙의 흠결되었

을 때는 법관의 재량으로 판결을 한다는 법실증주의적 견해에 대하

여, 규칙뿐만 아니라 규칙의 배후에 존재하는 법원리 및 이를 뒷받

침하는 정치도덕적 원리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

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을 보

았다. 구체적으로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집

단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공리주의적 정책 논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196) , ,앞의 논문(각주 40), 8면

197) 장영민, 앞의 논문(각주 40),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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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덕적 원리에 기초한 논변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

한 이러한 권리를 법적 권리로서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이 과

연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법에 대한 이론

적 견해 차이가 검토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률의 문언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하

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석자의 태도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드워킨은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법의 개념이라는 주제로

논의되는 경우 의미론적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지

적하고 의미론적으로 중립적인 장치로 법의 근거라는 표현을 사용

하는데 이것은 어떤 법명제를 타당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드워킨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미 분석적 방법을 비판하고, 구

성적 해석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드워킨의 구성적 법해석에 따

르면, 해석 대상에 대하여 해석자가 갖는 목적을 해석 당시의 선이

해로 전제하여 텍스트를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해석 방법이 요구됨

을 알게 되었다.

드워킨은 법에 관히여 과거에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 현재의 권리

를 인정하는 데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과거의 정치적 결정으로서의 입법이나 판례 등이 현재의 정치권

력 행사를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정당화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

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보편적인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과

거의 정치적 결정과 현재의 권리의 관계에 대한 광범하게 존재하는

선이해의 핵심내용을 법의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드워킨은, 어떤 이유 하에서 과거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고 보았다면, 과거의 결정과 도출된 권리와 의무가 어

떠한 점에서 일관된다고 보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법의 개념

을 구체화한 법 관념을 파악한다. 드워킨은 법 실무에 대한 세 관념

을 관행주의, 법실용주의,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이라고 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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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적 덕목으로서,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차 이외에 인테

그리티를 별도의 독립된 덕목으로 포함시킨 법 관념으로서 ‘인테그

리티로서의 법 관념’을 주창하여 왔다.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에

따르면, 법 명제는 그 공동체의 법 실무에 대한 최선의 구성적 해석

을 제공하는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차로부터 나오거나 그러한

덕목들 속으로 들어갈 때 참이다.

따라서, 재판에서의 인테그리티의 원리는 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결정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법을

정확하게 보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므로,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

하 에서는, 과거의 결정들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도덕성의 원

리들과 과거의 결정에서 권리와 책임이 나올 때 권리와 의무가 성

립한다고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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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드워킨의 사법심사 정당화 이론

제1절 사법심사와 민주적 정당성

1. 논쟁의 연혁

(1) 논쟁의 태동

사법심사라 함은 통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다른 부문의 행

위에 대하여 헌법적인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198) 미국에서 이러

한 사법심사의 원칙은 마베리 판결(1803)로 확립되었다.199) 잘 알려

져 있듯이 사법심사의 정당성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

되지 않고 선거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법부가 국민에 의

해서 선출된 대표자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그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리

킨다. 일반적으로 브라운 판결 이후 많은 헌법학자들이 헌법에서의

근본적인 질문, 즉 사법심사 및 그 범위에 대한 정당화라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알려져 있고200), 비켈이 1962년 『가장 위험하지

않은 정부기관: 정치의 법정에 선 연방대법원(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이

라는 책에서 '반다수결주의의 난관(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198) Alexander M. Bikel,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Second Edi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6, 

p.2

199) John H. Garvey,T. Alexander Aleinikoff and Daniel A. Farber, Modern 
Constitutional Theory:,A Reader 4th ed. American Case Book Series, Thomson 

West, 2004, p. 195

200) Harry H. Wellington, “Foreword”,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Second Ed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6, p.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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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논제를 세운 후에는 사법심사의 정당성의 문제는 다수결주

의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것으로 전제되어 왔다.201)

비켈이 ‘반다수결주의의 난관’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이목을 끌긴 하였으나 사법심사의 정당성이나 범위에 관한 논의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2)

일찍이 법원에 의한 위헌 심사를 정착시키기는 했지만 헌법의 또

하나의 축인 민주주의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진

영에서는 다수의 지배를 내세워 입헌주의와 이를 기초로 한 위헌심

사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건국 초기

제퍼슨(Jefferson) 대통령은 사법심사를 귀족주의적이며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203)

19세기 말에 다이어(James B. Thayer)는 사법심사의 적정한 범위

를 획정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법률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위헌

성이 명백할 때에만 위헌무효의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

의 글204)을 발표하였고,205) 이 논문은 홈스(Oliver Wendell Holms,

201) Laurence H. Tribe, American Cosntitutional Law,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1988, p. 10 

202) 특히, 건국 당시에 선출직이 아닌 임명된 판사들이 “during good behavior" 라는 모

호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무효화 할 수 있는 무소불위

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는 기록도 있다.(Brutus, "20 March 

1788), The Anti-Federalist:Writings by the Opponents of the Constitution, Edited 

by Herbert J. Storing, Chigago, University of Chigago Press, 1985, pp. 182-187 

참조)

203) 김운용, 위헌심사론, 삼지원, 1998, 400-401면

204) James   B.   Thayer,   “The   Origin  and  Scope   of   the  American  

Doctrine   of   Constitutional   law”, Harvard Law Review, Vol. 7, No. 3, 1893, 

p. 17: 사법부는 의회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능적인 실수를 했을 때와 명백하

게 합리성을 결여하였을 때 그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법부가 위헌법

률심사를 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는 사법부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

하기 전에 헌법상 입법권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다른 판단이 없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이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규

모가 크고 복잡하며 항상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특정 입법에 대한 위

헌 여부는 보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헌법 조항 

대부분이 추상적이고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헌법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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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 핸드(Learned Hand), 프랑크퍼

터(Felix Frankfurter) 판사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206)

앞서 본 바와 같이 마베리 판결은 사법심사의 원칙을 확립했기

때문에 미국 헌법학에서 중심적인 교재로 계속적으로 고찰되어 왔

고, 연방대법원의 역할과 관련된 헌법 교육의 원천이 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207)

비켈이 위 책을 출간하기 직전에도 핸드 판사는 마베리 판결 당

시의 연방대법원장 존 마샬의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했고, 콜럼비아 대학의 웩슬러 (Herbert Wechsler) 교수는 핸드

판사의 소극주의를 거부하면서 원리에 기초한 결정이라는 개념을

긍정하는 보충의견을 제시하고, 예일대학교의 블랙교수(Charles

Black)는 오늘날 워렌 대법원의 결정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으

로 대표되는 사법심사 긍정론을 집필하는 등 헌법학계에서 사법심

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다208). 이러한 학문적

배경에서 비켈의 위 책이 출판되었다.

것이다. 셋째, 헌법은 의회에 대해 특정한 헌법해석을 요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회가 이들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한 수단은 합헌으

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Rostow는 훗날 Thayer는 연방대법원이 자

유방임주의적 견지에서 주의 규제적 입법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

였으며, 무엇보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권리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심

사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취지로 평가하고 있다. (Rostow, 

V. Eugene, "The Democratic Character of Judicial Review", Harvard Law Review, 

Vol. 66, No. 2 (1952), pp.200-202 참조)

205) 전종익, “정치과정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한국법학원, 2015, 10면 참

조

206) Sanford Byron Gabin, "Judicial Review, James Bradely Thayer and the 

'Reasonable Doubt' Test",  3 Hastings. Const. L. Q. 961 (1975-1976), pp. 

961-962

207) John H. Garvey, T. Alexander Aleinikoff and Daniel A. Farber, op. cit. p.195 참

조

208) Harry H. Wellington, op. cit.,p. i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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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켈의 문제 제기

비켈의 문제제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209) 근본적인 난점은 사법

심사는 우리의 체계에서 반다수결적인 힘이라는 것이다. 해밀턴

(Alexander Hamilton)은, 사법심사제도가 입법권을 능가하는 사법부

의 우월성을 뜻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은 단지 국민의 힘이 양

자보다 우월하다는 것만을 전제한다. 법률로 선포된 입법자의 의지

가 헌법으로 선포된 국민의 의지에 반할 때, 판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뿐이다.”210) 라고 하

였으나, 거기에 사용된 ‘국민‘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다. 연방대법원

이 입법자의 행위나 선출된 행정직의 행위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

언할 때, 연방대법원은 지금 여기서 실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고, 또 지배적인 다수 대표자에 반대해서 통

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현실성을 모호하게 하는 추상적인 말이

다.

대표민주주의- 말하자면, 모든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그들의 공직 수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기능한다. 그것은 선거권의 행사를

통해서 내려지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함은 타운

미팅에서 거수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 한층 더 복잡한 것을 의미한

다.

민주주의가 한번 내려진 결정을 계속해서 다시 고려하는 것을 뜻

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다수의 대표가 그 역전을 완성할 힘을 가지

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힘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 체계의

어떠한 복잡성과 당혹성도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사법심사는 하나의

209) 항목에 대하여는, Alexander M. Bikel, op. cit., pp 16-18 참조

210)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 John Jay, The Federalist Papers No. 78 

(Clinton Rossiter e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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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적인 제도라는 본질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3) 논쟁의 계속

1972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211) 이후에 새로운 세

대의 헌법학자들은 사법심사의 정당성과 그 권한행사의 양상에 대

하여 다시 열띠게 논쟁하게 되었는데, 초퍼(Jesse Choper), 일리

(John Hart Ely), 페리(Michael Perry) 등이 새로 등장한 학자들인

다.212)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자는 비켈의 중심적 관심 중 한 가지는

공유하고 있다. 즉 사법심사는 반다수결주의적 실무라는 것이다.213)

이번에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았고 국민에 대하여 선거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연방대법원이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 등을 무

효화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로 판결의 이유가 연방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범에 기초한 탓에 헌법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

는 쟁점까지 같이 문제가 되었다.

즉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연방대법원이 낙태금지법을 위헌․무

효로 선언했을 때,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해야 할 일을 자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에서 헌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방법이겠는가 하는 의문도 함께 야기한

것이다.214)

이러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사법심사과정에서 헌법을 해석할 때,

실정헌법규정에 기속되어 그의 해석에만 치중해야 한다는 엄격해석

론[해석주의]과 헌법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회적 가치 관념과

211) Roe v. Wade, 410 U.S. 113 (1973)

212) Harry H. Wellington, op. cit., p. x 

213) Ibid. p. ix 참조

214) Chemerinsky, “Foreword: The Vanishing Constitution,”: Harvard L. Rev. 
Vol.103, 1989,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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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규범을 중시해야 한다는 탈헌법적 해석론[비해석주의] 간의

다툼이 조야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로 판결은 근자에 미국의 헌법

학계에서 헌법해석론 논쟁의 기폭제로 구실했다고도 할 수 있다.215)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렌퀴스트(Rehnquist) 법원

이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특히 부시 대 고어 판결(Bush v. Gore)216)

등을 통해 정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였다고 하며 진보 진영에서

다시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217) 2000년 이후에만도 매우 많은 논문들

이 발표되고 있다.218) 근래의 논쟁에서는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인정 여부 보다는 그와 관련되어서 연방 대법원이 헌법해석권한을

최종적으로 가지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2. 미국에서의 논쟁의 구체적 내용

(1) 서

215) , “Roe v. Wade의 의미”, 미국헌법연구 제1호, 1990, 미국헌법연구소, 145면 

참조

216) Bush v. Gore, 531 U. S. 98 (2000)

217) 박종현, 헌법재판과 정책결정 -반다수결주의 난제의 해체를 위한 실증적 분석-,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7-38면 참조

218) 사법심사를 비판하는 입장으로는 Jeremy Waldron,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Yale Law Journal vol. 114(2006); Jeremy Waldron, 

"Precommitment and Disagreement", John Arthur/William H. Shaw,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w, Third Edition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2001); 

Mark Tushnet, A Court Dived: The Renquist Courtand the Future of 
Constitutional Law(New York-London: W. W. Vorton & Company, 2005); Larry D. 

Kramer, The People Themselves : The Popular Constitutionalism and Judicial 
REview(Oxford University Press, 2004); Allan C. Hutchinson, "A Hard Cor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Har. L. Rev. vol. 121 (2008); Jack M. Balkin & Sanford 

Levinson, Understanding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87 Va, L. Rev. 1045(2001)  

등이 있고, 사법심사를 옹호하는 입장으로는 Ronald Dworkin, "Constitutional Cases", 

John Arthur/William H. Shaw,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w, Third 

Edition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2001); Ronald Dworkin, Is Democracy 
Possible Here?: Principles for a New Political Debate(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Richard H. Fallon Jr., " The Core of an Uneasy CASe for Judicial 

Review", Har. L. Rev. vol. 121(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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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정당성을 부정하는 문

제제기와 사법심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74는 정당성 긍정론의

대응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주요 흐름 외에 비켈이 제시한 문

제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즉 사법심사가 반다수결적 난관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전개되어 왔다.

이 논문의 주제가 사법심사의 정당성 문제를 깊이 고찰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드워킨의 사법심사에 관한 입장을 검토해보는 데 있는

이상, 여기에서는, 위 논쟁의 각 진영별로 묶어서 상세한 주장내용

을 살펴보는 대신 이 논문의 목적의 범위에서 논쟁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주장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법심사 옹호론

1) 비켈의 반다수결주의적 난관과 사법심사 정당화

비켈이 사법심사를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제도라고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비켈은 입법에 있어서 다수 대중의 의지를 반영하는 절차

는, 대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평등성, 타성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온갖 제도적인 관행 등에 의해 흠집이 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

률은 입법자와 그에 협력한 행정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행정은

매우 다른 유권자들을 대표하고, 과잉 또는 과소 대표성의 불평등

문제를 치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219) 안

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에 있어서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것은, 각각의 시민에게 단지 동등한 투표를 보장하

는 것보다 한층 복잡하면서 덜 확정적이다. 여기에 덧붙여 매디슨

219) Bikel, op. cit.,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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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ison)이 “분파”라고 예견했고220) 그리고 대중적인 언어로는 항

상 “이익”, “압력”으로 비난받는 집단의 급증과 이들 권력의 증대가

사회에 있어서 힘의 균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221)

비켈에 따르면, 의심할 여지없이 집단들은 선거과정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또 입법과 집행의 결정과정에 접근하려고 하며 효과적인

몫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집단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수

를 장악하고 구성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정부의 과정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22)

비켈에 의하면, 그들은 피지배자의 요구와 바램에 정부기구가 반

응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비록 부차적이고 종속적이기는 하지만, 선

거과정 이외에도 있음을 제시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 혹자는 사법

심사가 비록 책임을 지는 제도는 아니지만 정부를 반응하게 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 대한 민주적

인 이론이나 실천에 부과된 중심적인 기능을 최종적으로 비하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선거의 과정에서 태어난 대표기구의 정책 형성

권력이 이 체제의 고유한 특성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법

심사는 이러한 특성에 반대로 작용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드는

정책은 입법자 다수에 의해서만 전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223)

나아가 비켈은 사법심사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반다수결주의적 난

관이 되는 것 이외에, 대체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약화시키는 경향

을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이어(James Bradely Thyer)의 기

술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사법심사 권한]의 행사는, 불가

피할 경우라 하더라도, 입법적 실수의 수정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심

각한 악, 그리고 국민은 이로써 정치적 경험을 상실하고, 통상적인

220)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 John Jay, op. cit., No. 10 

221) Bikel, op. cit., p.19

222) Ibid. at p.20

2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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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그러한 문제점과 싸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도덕적 교육과

자극을 제거하고, 그들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게 하는 악과

함께 온다. 이러한 막대한 기능에 대한 통상적이고 손쉬운 호소의

경향은 이제 너무 보통의 일이 되어버렸고, 국민의 정치적 역량을

축소시키고 도덕적 책임감을 죽이고 있다.”2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켈은 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다수

대중의 근시안적인 사익추구로부터 항구적인 가치를 가지는 원칙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이 다수자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그 원칙에 호소하여 다수

자의 판단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수결주의적

제도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법부에 의해, 보존되고 보

장되기 때문에 반다수결주의적 난관은 극복된다고 본다225).

2) 초퍼의 기본권 보호론

초퍼(Choper)는 『사법심사와 국가 정치과정: 연방대법원의 역할

에 대한 기능적 고려(Judicial Review and the National Political

Process: A Functional Reconsideration of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226)』라는 책에서 사법심사의 반다수결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

라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227) 그러나, 초퍼는, 민주주의 절차는 개인

의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종종 다수 대중에 의해 위험에 빠지므

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임무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자기도취적이고 흥분된 다수결주의에 신세를 지지 않는” 정부

224) Ibid..  

225) Ibid.., pp.23-28 & p.239 

226) Jesse Choper, Judicial Review and the National Political Process: A Functional 
Reconsideration of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68

227) Ibid.,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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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즉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228).

이를 그는 기본권 보호론(Individual Rights Proposal)이라고 부르

면서 사법심사를 위한 지고의 정당화사유라고 주장한다.229) 초퍼는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 정치적 권리, 특별히 지정된

헌법적 권리일반, 사법절차에서 나오는 권리, 그리고 열거되지 않은

자유를 들고 있다.230)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중대한 역

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불가피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데, 다수에 반대하는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다수의 비호감,

질시를 받게 되므로 헌법적 권리의 효과적인 사법적 방어를 위해서

는 어느 정도의 공적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즉, 대법원의 커다란

임무와 책임은 이러한 좁은 해협을 성공적으로 항해해야 한다는 것

이다”231)

3) 일리의 대표강화이론

일리(Ely)는『민주주의와 불신-사법심사이론(Democracy and

Distrust - A Theory of Judicial Review)232)』이라는 책에서 이른

바 ‘대표강화 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독특한 사법심사 지지론을

전개하였다. 일리는 헌법 해석에서 특히 문제되는 헌법의 개방규정

의 사법적 집행에 대하여 국가의 핵심인 대표민주제와 모순되지 않

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본다.233) 일리는 두 가지 방향의 해결을 제

228) Ibid., p.68

229) Ibid. p. 64

230) Ibid., pp71-73

231) Ibid. p.128 

232) John Hart Ely, Democracy and Distrust - A Theory of Judicial Review,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은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전

원열 옮김, 나남, 2006)이다.

233) Ibid. p.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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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첫 번째로 투표권, 투표가치가 동등하게 평가될 권리, 공무

담임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자유롭고 평등하게 우

리의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보호하여

정치적 변화의 통로를 확보한다(clearing channels of political

change). 두 번째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correcting certain

kinds of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하고 다수자들이 자신들

을 위하여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소수자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234)

Ely의 대표강화이론은 이와 같이 사법부의 위헌법률심사가 대의

민주절차를 촉진하고 강화하도록 작용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주

주의와 사법작용의 충돌을 해결하고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옹호한

다.235)

대의제 정부에서는 다수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가공

동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선거를 통한 대표만

으로는 소수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을 정치적으로 교정하기 어

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에 보호할 목록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제한된 기본권의 목록만으로는 다수자들이 소수

자를 억압하는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없다.236) 또한 매디슨이 주장

한 바와 같은 다원주의237)의 방법도 소수자의 집단도 다른 소수자를

희생시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여기에서 평등을 강조하여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결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등장한다. 대표자는 선거자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

234) , 앞의 논문 15면 참조

235) 전종익, 앞의 논문, 15-16면

236) 전종익, 앞의 논문, 16-17면

237)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 John Jay, op. cit., No.10. Madison은 여

기에서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 단위의 대표제 공화제를 취하면 다양한 이익들

이 경합하여 대표자들이 어느 하나의 이익에 치중하여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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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대표이론에, 다수의

이익과 소수자의 이익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부가된다.238)

소수자의 여러 집단을 대표하기를 거부하는 것, 즉 “그들에게 그들

을 지배하는 정체제도의 구성과 운영에서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거

부하는 것은 그들을 배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239)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일정한 이익을 분배받는다. 헌법문헌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어 있거나 정치과정에서의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면 이들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위반

이 된다. 문제는 그 외의 이익을 과연 소수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익을 분배하는 입법의 절차에서

소수자의 이익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은 소수자를 차별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입법적 선

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위헌이 된다.240)

대의민주정치를 이렇게 파악할 때 사법심사의 필요성은 자명해진

다. 대의민주정치에 기능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즉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정치적 통로가 막혀있을 경우와 실질적인 소수의 이익을 제

도적으로 박탈하는 경우와 같이 대표자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사법부를 구성

하는 법률가들은 절차에 관한 전문가들이다. 또한 사법부는 정치적

국외자로서 정치적 절차의 외부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법

률가들에게 절차적인 보장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합리적이다.241)

일리의 이론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은 그의 다수결 민주주의관

자체가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스타인

238) , 앞의 논문, 16-17면

239) John Hart Ely, op. cit. pp. 81-82 참조. Ely는 여기서 Dworkin의 저서 Taking 

Rights Seriously(1978)에서 제시한 “그들을 지배하는 정치제도의 구성과 운영에서 동등

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40) 전종익, 앞의 논문, 17면

241) 전종익, 앞의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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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tein)은 다양한 민주주의의 개념 중 특정한 개념의 대의민주주

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일리가 피하고자 한 일정한 가치에 기반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드워킨은 특정한 민주주의

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절차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input)와 결과(output)의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

제하고 전자의 경우 정치권력을 국민들 및 실제 담당자들 간에 어

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일리의 주장이 적합하나 후자의

경우 당해 민주주의적 절차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지 여부에 의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가치판단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트라입(Tribe)는 일

리의 사법심사를 위한 두 가지 처방인 정치적 변화통로의 확보와

소수자의 보호 중 전자의 측면에서 절차 자체가 가지는 실질 가치

판단적 성격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보호해야 할 소수자의 결정을 위

해서는 근본적인 실질권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점에서

정치과정이론을 비판하였다.242)

비록 다수결주의 원칙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

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

인 내용을 담은 원칙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적

절차적 성질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는 실질적인 것, 즉

궁극적인 정당성이나 타당성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243)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이원론적 민주주의이론

에커만(Ackerman)에 따르면, 헌법은 인민의 지대한 관심과 숙고

242) , 앞의 논문, 17-18면 각주32) 참조

243) 김운용, 앞의 책, 402-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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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판단(considered judgement)이 모이는 “헌정정치”(constitutional

politics) 과정을 거쳐 “우리 인민”(We the People)의 이름으로 선포

한 “상위의 입법”(higher law)이기 때문에, 특수 이익에 의해 좌우되

기 쉬운 “통상적 정치”(normal politics) 과정에 의한 입법과 구별되

어야 한다. 이렇게 인민 자신에 의한 결정인 헌법과 인민의 대표에

의한 결정인 통상의 입법을 구분할 수 있다면, “선출된 대표들이 선

거에서의 승리했다고 하여 이전의 인민에 의한 숙고된 판단에 위반

되는 일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사법심사는 선출된 대표의 이와 같은 권한남용으로부터

어렵게 성취한 인민의 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파악될 수 있

고,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화된다.244)

(3) 사법심사 부정론

1) 원의도주의적 헌법해석론의 부정론

브라운 판결을 계기로 워렌(Warren) 대법원이 광범한 사회문제

를 다룸에 따라 많은 입법이 폐기되었지만, 1973년의 로 판결 전까

지는 워렌 대법원의 적극적인 태도에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들도 자

신들의 관심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로 판

결에서 수정 제14조를 근거로 하면서도 헌법이 명시되지 않은 ‘헌법

전의 반영물’에 근거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자,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왕성하게 문제제기가 되었다. 즉 로 판결을 계기로 헌법 제

정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헌법전에 규정된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하

여 헌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주의’와 법원이 헌법조문 또는

244) Bruce Ackerman, We the People: Foundations,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pp. 6-10 ; 정준표, "사법심사, 입헌주의와 민

주주의", 대한정치학회보 제20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13. 1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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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자의 의도를 공평하게 답습할 수는 없으므로 문화적 가치

에 의하여 헌법상 결정을 정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비해석주의가 대립하게 되었다.245)

해석주의자들은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가치 내지 규범을 그

들의 ‘성경’인 헌법적 그 자체에서 찾고 있으며, 헌법[기초자]들의 의

도를 헌법 해석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그들은 헌법의 의미가

개정에 의해서만 변하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간극은 오로

지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메울 수 있다고 한다. 해석주의자들은 헌법

이 명확하게 가치를 규정,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은

이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그 사회의 다

수자의 의사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246)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반다수결주의적 난관에 대한 유일한 해결

책은 피할 수 있으면 언제나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법률에 대한 위헌선언을 가능한 한 자제하게 되며 그 법률

이 특정한 헌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선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약 특정한 헌법규정과 명백히 모순되지 않는

법률을 법원이 위헌이라고 선언한다면 이는 다수결주의적 민주주의

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다. 이러한 입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보크(R. Bork)이다. 이 입장은 사법권의 행사가 민

주주의의 다수자 지배 원리와 모순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

한 긴장관계는 다수자 지배원리가 우선되도록 해결해야만 한다는

규범적 전제를 두고 있다.247) Bork는 자유를 위해 대통령이나 연방

의회, 각 주정부의 권력을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것

245) , “헌법해석학에 대한 반성과 기능적 접근방법의 모색”, 경희법학, 제29권 제2

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43면 참조 

246) 윤명선, 앞의 논문, 41면 

247) 서창열,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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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사법부의 권력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법원만이 국

민에게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한

다.248)

2) 인민의 자기 결정론과 대중적 입헌주의론

왈드런(Waldron)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강한 사법심사, 그 밖

에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위헌심사를 약한 사법심사로 나누어 보는

데 특히 강한 사법심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한다.249) 왈

드런은 무엇보다도 결과 중심적 사고에 반대한다. 그는 무엇이 올바

른 결과인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올바른 결

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고, 이 기준은 절차

중심적 기준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과 중심적 기

준이라면 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고 그러

한 과정이 영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250)

왈드런은, 한 공동체에서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할 문제들이 제기되

면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의 동료 시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그것에

참여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다수결주의적인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정치적 쟁점들은 다수결주의

에 기초한 입법부에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251)

왈드런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회를 가정하고 사법심사 반대론

을 펴고 있다. 첫째, 성인보통선거권을 기반으로 선출되는 대표제적

248) , 앞의 논문, 97면 참조 

249) Jeremy Waldron,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Yale Law 
Journal vol. 115(2006), pp. 1346-1353 참조

250) Jeremy Waldron, Law and Dis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295; 김종서, 앞의 논문,  333면 참조

251) 김종서, 앞의 논문, 333-3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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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를 포함하여 상당히 훌륭하게 작동하는 민주적 제도, 둘째 개

인의 소송을 심리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법의 지배를 지지하기 위하

여 비대표적 기반 위에 설립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 작동

하는 사법제도 셋째,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 대부

분 구성원과 대부분 공직자들의 헌신, 넷째, 권리 실현에 헌신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권리에 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선의의 불

일치가 존재한다는 것 등이다.252)

왈드런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한 불일치는 그 입

법기관을 이용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권리에 관하여 입법부가 내린

결정들을 다시 법원에 의하여 사후비판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

한 문제들에 관한 입법부의 결정을 법원이 번복하도록 허용하는 것

은 정치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한다.253)

크래머(Kramer)는 역사의 교훈은 연방대법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인민의 종인 연방대법원이 아니라

그 주인인 인민에게 있다고 한다.254)

크래머에 따르면, 헌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해석할 근원적 권한

이 공동체에 놓여있다는 사상이 미국 건국 초기에 나타났는데, 그는

이것을 ‘대중적 입헌주의’라고 지칭하고 있다.255) 국민 대중이 입법

부에 입법권을 위임했던 것처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합헌적인

가의 여부는 저항, 청원, 선거 등 직접적인 대중 행동을 통해서, 선

출된 국민의 대표자와 공동체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256)

252) Jeremy Waldron, op. cit. n.259, pp. 1359-1369 

253) Ibid. p. 1360 참조

254) 김종서, 앞의 논문, 336-337면 참조(여기서 김종서는 Larry Kramer의 표현 “judicial 

supremacy"를 사법지상주의로 번역하고 있다.); Muldron Jr., Robert, "Book Review: 

The People Themselves", Massachusetts Law Review, v. 90, no.1(2006)

255) Larry D. Kramer, "Poplular Constitutionalism", 92 California Law Review(2004. 

7), p. 959 참조; 석인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에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

의의 전개논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2014. 12), 이화여자대학교 법

학연구소,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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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머는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사법부의 우월성을 인정하

고, 헌법 해석의 새로운 이론들의 발전을 추동해왔던 동일한 변화

즉,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사실을 승인함으로써 이

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존중과 사법자제의 지속된 이론의 근간이

제거되었다고 비판했다.257) 또 사법부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인식하

는 것이 국가의 정치적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감에 따라 정치적 기

관들에 대한 존중감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258).

3) 헌법개정론

터쉬넷(Tushnet)은 사법지상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헌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그는 의회에 의하여 수권된 경우가 아닌 한 미합중국

이나 개별 주의 어떤 법원도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

의 합헌성을 심사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사법심사종식을 위한 헌

법수정안을 제안했다259). 사법심사와 관련해서 터쉬넷이 집필한 가

장 중요한 문헌으로는 렌퀴스트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분열된 법

원』260)이 꼽히지만, 사법심사에 대한 그의 반대입장을 좀더 명확하

게 보여준 것은 이보다 6년 전에 드워킨 저서의 제목,『Taking

Rights Seriously』을 흉내낸 듯 출간된 『법원에서 헌법 가져오기

(Taking the Constitution Away from the Courts)』이다261).

256) Larry D,. Kramer, "Judicial Supremacy and the End of Judicial Restraint", 

California Law Review(2012. 6.), p.625 ; 석인선, 앞의 논문(2014) 9면 참조 

257) 석인선, 앞의 논문(2014), 10-11면 참조

258) Larry D,. Kramer, op. cit. n. 267, p.633-644 참조; 석인선, 앞의 논문(2014) 12면 

참조 

259) 김종서, 앞의 논문, 337면 참조; Mark Tushnet, "Democracy versus Judicial 

Review: Is It Time to Amend the Constitution?", Dissent vol. 52 no.2(Spring 

2005), p. 59

260) Mark Tushnet, A Court Devided: The Rehnquist Court and the Future of 
Constitutional Law, New York-London: W.W. Norton & Compan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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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터쉬넷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그 토대를 두고 있는 엘

리트주의적 헌법은 통상적인 정치적 포럼에서 인민들 사이의 토론

을 통해 그 내용을 획득하는 인민주의적 헌법에 양보해야 할 것이

라고 하면서, 헌법을 법원으로부터 가져와서 인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262)

인민주의 헌법은 주로 독립선언문의 원리들, 특히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만인이 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리”

를 논의하고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터쉬넷이 보기에는 헌법

에 대한 인민의 논의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평등, 표현의 자유, 그

리고 자유의 근본적 보장”을 포용하는 얇은 헌법263)에 초점을 맞추

게 될 것이다. 인민과 인민의 지도자들은 독립선언문에, 그리고 독

립선언문에 조응하는 헌법 전문의 관련 부분들에 의지해야 한다는

지도원칙을 제시한 후 터쉬넷은 헌법을 법원에서 가져올 것을 주장

한다.

터쉬넷은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기관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사법

심사에 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

례들, 특히 선거자금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버거(Burger)

대법원과 렌퀴스트 대법원을 비판한264) 후, 미국 헌법은 사법심사가

통상의 정치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도 법원은 지배적인

정치적 연합세력이 원하는 바와 대체로 일치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261) Mark Tushnet, Taking the Constitution Away from the Cour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262) Ibid. p. ix ; 김종서, 앞의 논문, 337-338면 참조

263) Tushnet의 정의에 따르면 얕은 헌법이란 법률가들이 특히 실정법이라고 앍 있는 표준

적 혹은 기술적 규칙과 기준들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

아들이는 도덕적 원칙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루고 있

는 문서로 된 헌법의 규정들과 권리장전의 표준적이고 형식적인 문언들은 얇은 헌법이 

아니라 두꺼운 헌법에 속한다고 한다. (Mark Tushnet,  pp. 9-11)

264) Mark Tushnet, op. cit. n. 272, pp. 148-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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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종식을 위한 헌법개정까지 제안했던 터쉬넷은 2009년

발표한 “사법심사 반대”라는 보고서에서, 사법심사 지지론의 논거를

입법부가 정의롭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그 법률을 무효화한

다는 논변, 민주주의를 고양시킨다는 논변, 입법과정의 여과장치 외

의 추가적인 사법적 여과장치로서 보충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변 등

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비판한다. 즉 복잡한 사회에서 정의를 달

성하는 것은 복잡한 임무이므로 법률이 집행될 때, 어떤 역할을 하

게 될지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조망할 능력을 가진 입법부가 현실적

으로 법원보다 정의와 관련된 판단을 하는 데 더 적절하고, 민주주

의 논변도 민주주의에 관한 경합하는 관념들에 의존하게 되고 암묵

적으로는 인간의 자율성 관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의관련 정당

화 논변과 구분되기 어렵고, 위헌적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심각하다

고 하더라도, 보충장치로서 사법심사를 두는 것은 사법심사의 비용

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이다265).

3. 한국에서의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전개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다가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창설된 헌법재판소가 활

동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창립 초기에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

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면서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의와 같은

문제의식도 널리 공유되지 못하였으나,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사건 등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정치학계와 법학계에

새롭게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특히 정치의 사법화에 대하여 우려하

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265) , 앞의 논문, 344-3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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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

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현상을 일컫는데,266)

정치의 사법화가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

은 아니지만 사법부의 역할이 과중해지면서 정치과정이 미약해지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왕성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가 한국 민주주의

전개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던 단계를 지나 이제 양자가

상호 갈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면서 헌정주의의 보수성을

비판하거나,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부정

하고 입법부에 의한 심사를 주장하는 데267)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사법심사)의 민주

적 정당성을 논의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당연히 제기되었다. 즉

미국에서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이 커다란 문제가 된 것은 미국

헌법에 사법심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

원의 판례로써 사법심사권이 확립되었다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권에 대하여 명문으로 분명

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권력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유

도하는 헌법원리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제도를 권력분립원

리와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법심사의 정당

성 논란이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268)

266) ,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노무현 정부 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

연구 제33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5. 230면

267) 홍승헌 곽준혁, “자유주의적 중립성과 쟁투적 정치 : 사법심사의 재검토”, 한국정치학

회보 제44권 5호, 한국정치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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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한국이나 유럽의 여러나라들처럼 헌법의 명문규정

에 기반을 둔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문제

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논쟁

이 정확히는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직접

적으로는 미국 연방헌법이 사법심사에 대한 직접적 근거를 규정하

지 않고 있을뿐더러 헌법제정회의에서도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이 여러 가

지 논거를 들어서 헌법에서 사법심사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논

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단순히 헌

법의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 헌법에 사법심사의 근거규정이 있

는지 여부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

면, 이들의 논의가 민주주의의 성격 문제, 그것에 대한 헌법의 인식

문제, 견제와 균형을 넘어서는 사법부의 월권 문제 등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될 수 있는 주제들과 관련

된 것들이기 때문이다.269)

한편,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종전

의 외국에서의 논의를 학문적 관점에서 개략적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논의의 계기로 삼는 보다 실천적인 차원

으로 발전하였다.270) 연구와 논의의 내용에 있어서도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맡기자는 입장, 헌법재판

자제 또는 신중한 옹호의 입장,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입

장, 반다수결주의적 난관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

268) , 앞의 논문,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관견”, 동아법학 제50호, 동아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1. 21-24면 침조

269) 김종서, 앞의 논문, 321-322면 

270) 김종서, 앞의 논문; 서창열,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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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71) 등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미국의 논쟁에 대한 검토도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72)273)274)

4. 종합적 정리 및 평가

이상에서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는 미국의 건국 당시부

터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권한보다 우월한 권력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단위에게 부여하는 것의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음을

보았다. 이렇게 시작된 사법심사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첨예한 문제제기가 되고 논쟁이 형성되는 양

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사법심사

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의는, 사법심사를 통해 다수 대중의 근시안

적인 사익추구로부터 항구적인 가치를 가지는 원칙을 보호할 수 있

으므로 정당화된다고 보는 견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

법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대의제 정부의 기능장애를 해소하

는 데 사법심사가 필요하다고보는 견해, 인민의 대표의 결정(법률)

이 인민 자신의 결정(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권한을 인민의 대표에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출된 대표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인민의 결

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법심사를 보는 견해 등이 있음을 검

토하였다.

이에 반하여,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헌법의 해석

은 헌법기초자들의 원래의 의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헌법이

명확하게 가치를 규정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회의

271) , 헌법재판과 정책결정 -반다수결주의 난제의 해체를 위한 실증적 분석-,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72) 석인선, 앞의 논문; 김종서, 앞의 논문; 전종익, 앞의 논문

273) 서창열, 앞의 논문

274) 박정명,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관한 연구-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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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자의 의사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고, 사법심사는 반다수

결주의적 난관이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 정

치적 쟁점들은 다수결적 입법부에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헌법을 해석할 권력은 인민의 종인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그 주인인 인민에게 있으므로 입법부가 제정한 법

률이 합헌적인가의 여부는 저항, 청원, 선거 등 직접적인 대중 행동

을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와 공동체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라

고 보는 견해, 사법심사 종식을 위하여 헌법개정을 하자는 견해 등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살펴보면, 사법심사가 반다수결주의적 난관을 가지고 있고, 반민

주적인 성질이 있어 문제라고 할 때, 다수결주의에 반한다고 하여

곧바로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 밝혀져

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심사를

통해 무효화한다는 것이 대의민주제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은 분

명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늘날의 대의제 하에서는 공동

체 구성원 일반과 대표간의 간극이 커져 있으며, 통치자 및 다수의

교체 가능성은 주기적 공직선거에서의 선거권 행사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변질되어, 공직선거의 맥락 이외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일반

의 정치과정에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사표시 및 참여가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275)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사법심사

가 일정하게 기능하는 점에서는 민주주의를 증진한다고도 할 수 있

다.

또한 다수결주의 원칙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

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

275) ,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소수자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9.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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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을 담은 원칙은 아니다. 따라서 다수결 민주주의 과정에서

제외되기 쉬운 소수자 집단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다수

결주의 과정 이외의 다른 장치가 필요하며, 사법심사제가 이러한소

수자 등의 기본권 보호에 적합할 수 있다.

우선, 한국과 같이 헌법전에 명문의 규정으로 헌법재판권을 정하

고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를 하여

야 할 실익은,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개정에 의

하여 헌법전에의 규정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실익은 헌법전에의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헌법재판(사법심사)의 역할이나 기능을 조

망함으로써 바람직한 헌법재판의 범위나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위와 같은 논의가 헌법재판의 설계나 실무 등 실

천적 방향에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사법심사)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야말로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

이다. 미국과 같이 헌법전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사법심사 자제론

이 주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2절 드워킨의 헌법이론

1. 서

드워킨의 법철학의 중심에는 항상 헌법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자

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법학에 대한 심도 있는

논리를 전개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철학이 주로 헌법적 사안

에 대한 논쟁을 통해 연구되는 미국법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드워킨의 법철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헌법관 내지 헌법사상에 대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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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헌법사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법철학 이론에 대

한 기초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그의 법철학과 헌법사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276)

우선, 드워킨의 법 개념론과 법해석 이론의 구체적인 적용양태라

고도 볼 수 있는 그의 헌법관과 헌법해석이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드워킨의 사법심사의 정당화 이론의 골조를 살펴본다.

그는 초기부터 “헌법과 도덕철학의 융합(fusion of constitutional

law and moral theory)"277)을 주장해왔다. 자연스레 그의 헌법이론

은 “헌법의 도덕적 이해(moral reading of the constitution)"를 토대

로 구성적으로 해석해나가는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278) 그런데,

그가 말한 “헌법의 도덕적 이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드워킨의 법철학이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실정법 이면에 존재하

는 도덕적 원리를 중요시하고 해석적 문제로서의 법을 밝히는데 도

덕적 원리를 토대로 하여 구성적 방법을 사용하여 법을 최선의 모

습으로 보이도록 해석하였고, 법이 강제성을 갖는 근거를 찾으면서

법은 과거의 정치적 결정(입법, 선례)이 현재의 정치권력 행사에 대

해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가의 문제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다.

276) , 앞의 논문, 184면 참조; 최봉철 앞의 논문 3-4면 참조: 2002년의 미국의 법

학교수를 대상으로 인용빈도를 조사한 자료에서 보면 법철학분야에만 한정할 경우에는 

Dworkin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데, 법학 전체의 분야로 보면 4위를 차지하고 있으

며, 당시 1위~ 3위에는 Cass Suntein, Lawrence Tribe, Richard Epstein 와 같은 공

법학자가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최봉철교수는 비록 Dworkin이 공법에도 관심

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법철학자가 4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

면서 Dworkin의 공법에의 기여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277) TRS, p.149. 그는 또 “헌법은 법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결합시킨다(constitution 

fuses legal and moral issues)"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TRS p.185.

278) 이 표현은 드워킨의 저작의 부제로 사용되어 그의 헌법이론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다. 

Ronald Dworkin,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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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드워킨은 종래 널리 인정되어온 정치적 덕목으로서, 정

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차 이외에 인테그리티(integrity)를 별도의

독립된 덕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법의 관념에 있어서도

인테그리티의 법 관념을 주창하였으며, 재판에서의 인테그리티의 원

리로서, 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결정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법을 정확하게 보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 인테그리티로서의 법관념은 법과 법적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

고, 법의 제약이 사회에 유익한 것은 시민들 사이에 그 공동체를 더

참되게 하고 그 공동체가 행사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를 증진해주는 일종의 평등을 확립하기 때문이라고 함을 보았다. 따

라서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의 대답은, 권리와 책임이 과거의 결

정에서 나오며, 과거의 결정들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전제하는 개인

적 및 정치적 도덕성의 원리들에서 나올 때 권리와 의무가 성립한

다고 한다.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에 따르면, 법 명제는 그 공동

체의 법 실무에 대한 최선의 구성적 해석을 제공하는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차 속에 있을 때 참이다.

앞에서 제기한 헌법을 정치철학적으로 읽어낸다는 말은 이와 같

은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을 가지고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

이고, 공동체의 헌법 실무에 대한 구성적 해석을 통해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선의 정

당화를 모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겠다.279)

2. 미국에 있어서 사법심사권

1803년에 연방대법원장 존 마샬은 마베리 판결에서 연방헌법을

시행하고 준수할 연방대법원의 권한과 의무는, 연방헌법은 나라의

279) , 앞의 논문, 1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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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법이라는 헌법 자체의 선언에서 나온다고 천명하였다.. 마샬

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오랜 기간의 토론에서, 해명해야할 모

든 중요한 점을 해명하지 않고 전제하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받

고 있다.280)

드워킨은 법이 무엇인가라는 법적인 문제와 법원이 법을 집행해

야하는가라는 정치적 문제를 분석적으로 엄격하게 구별할 것을 주

장하는 이론을 명백한 사실로서의 법 개념은(plain-fact picture of

law) 이라고 한다. 이른바 법실증주의 이론들은 법에 관한 명백한

사실설을 지지하는데, 그것은 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진정한 견해 차

이는 법제도의 역사에 관한 경험적 견해 차이일 수밖에 없다고 한

다.281)

이러한 구별 하에서는, 미국법은 연방헌법을 포함하는데, 그 연방

헌법은 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결론을 끌어낼 수 없

을 것이다.282)

드워킨에 의하면,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law as integrity)은,

앞서 본 명백한 사실로서의 법 개념의 경우와는 반대로, 연방대법원

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확립한 마베리 판결의 존 마샬의 논

변을 지지하게 된다.283)

드워킨에 의하면, 식민지와 영국적 뿌리를 갖고 있는 신생국가의

발전도상에 있는 법적 실무에서 가장 그럴법한 해석은, 법원의 결정

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는 그러한 해석의 실질적 차원을

옳다고 입증해주었다. 미합중국은 헌법적 권리를 다수결 기구의 양

280) LE, p. 356; 제국, 498면 참조

281) 법의 제국, 57면 참조

282) LE, p.356; 법의 제국 498-499면 참조

283) LE, p. 356 참조; 법의 제국 498-4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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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남겨두었을 때보다는 보다 정의로운284) 사회가 되었다. 어쨌든

마샬은 법원이 그리고 최후로는 연방대법원이 전체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연방헌법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하고 정부의 다른 부문의 행

위가 적절히 해석된 연방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넘는 경우

그 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고 결정하였다. 그의 결정

은 최소한 이러한 추상적 수준으로는 받아들여졌고, 이후의 헌법적

실무는 이 주변에서 확고히 정착되었다. 마샬이 선언한 권한을 부인

하는 어떠한 해석도 그러한 실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285)

마샬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거의 두 세기에 걸친

실무는 연방대법원에 법적인 명제로서 의문의 여지를 넘는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적 논쟁은 그것이 정의한 영

역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286)

이제 핵심적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위하여 거의 순수하게 정치적 판단을 요

구하는 규정까지 포함하여 연방헌법 전체를 집행하기 위한 책임을

맡아야 하는지와 같이, 그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에 관한 것이다.287)

3. 드워킨의 헌법해석론

(1) 논쟁의 배경 및 원의도주의

헌법을 해석하는 판사, 특히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는 자신이 개

284) 부분의 문구와 관련해서, 사법심사를 대하는 드워킨의 태도를 결과중심적 논의라고 

평가하기도 한다.(Scott M. Noveck, Is Judicial Review Compatible with Democracy?, 

6 Cardozo Pub. L. Pol'y & Ethics J. 401 2007-2008, p. 401)     

285) LE, p. 356; 법의 제국 498-499면 참조

286) LE, p.357 

28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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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철학을 헌법 해석 작업에 원용해서 헌법규

범이 그 도덕철학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이 대두된 배경에는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

이 헌법의 해석을 통해 종래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각종 권리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데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깔려있다288).

주지하다시피 수정헌법 제14조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였던 흑인들

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미국 헌법에 추가된 것이다. 또 그 조항 법

문을 보면 평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할 의무의 주체는 주정부들이었

다. 그러나 20세기 중엽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이같

은 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주체로 연방정부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확

립하였다.289)

나아가, 대법원의 각종 판결을 보면 그런 평등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도 흑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

태아, 동성연애자 등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권리들이 헌법의 해

석을 통해 “양산”되게 된 현상을 두고 “권리의 혁명(rights

revolution)"이 일어났다고까지 하였다. 특히 얼 워렌(Earl Warren)

이 연방대법원장으로 있던 시기(1953 -1969)는 흑인들의 민권운동

(civil rights movement)을 비롯하여 여성운동과 각종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도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기간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원이 주도하여 새

로운 권리들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인식되는 경향에 대하여 많은

헌법학자, 법률가 및 정치인들이 우려하기 시작하였다.290)

288) , 앞의 논문, 184면 참조

289) Bolling v. Sharpe, 347 U.S. 497(1954). 이 판결은 유명한 Brown 판결과 함께 내려

진 것으로, 주정부에 대해 평등의무를 부과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할 때, 연방

정부(워싱턴 D.C.) 가 운영하는 인종차별적 학교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

로 적법절차를 규정한 수정헞법 제5조를 원용해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결국 연방정부에 

직접 적용되는 구체적인 평등조항이 없더라도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기준을 따라야 한

다는 선례를 남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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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다른 여러 헌법규정들이 적용되는 영역

들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안일 경우 그 다른 헌법규정들의 반영(半

影, penumbra)에 의해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가 채택되면

서291) 판사들이 제멋대로 헌법적 권리들을 만들어 낸다는 비판은 힘

을 얻게 된다.

(2) 헌법의 해석 문제

드워킨에 따르면, 보수적인 대법관은 연방헌법을 준수하는데 자유

주의적 대법관은 자신들의 개인적 확신에 따라 연방헌법을 개혁하

려고 한다고 말해지는데, 이러한 언급은 법의 해석적 성격을 무시하

는 것이고, 자유주의적이라고 불리든 보수주의적이라고 불리든 대법

관들은 해석 이전의 텍스트로서 연방헌법을 구성하는 언어들에 관

하여는 동의하며, 해석 이후의 문제로서 연방헌법이 어떠한 법인가

에 관하여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공권력의 행위(official act)를 심

사할 때 어떠한 기준을 채택하는지에 관하여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다. 두 종류의 대법관 각각은 연방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해석적 판단에 따라 법으로서의 연방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상대방이 진정한 연방헌법을 전복한다고 생각하므로, 연방대법

관을 그들의 서약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한다.292)

학자들은 대법관을 해석주의자와 비해석주의자의 진영으로 나눈

다. 이러한 구분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관은

290) , 앞의 논문, 187면 참조

291) 이 논리는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연방대법

원이 고안해낸 것으로 수정헌법 제1,3,4,5,9조 등이 적용되는 영역 그 어디엔가에 반그

림자처럼 존재하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Griswold v. Conncticut, 381 

U.S. 497 (1965).

292) LE, pp. 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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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을 준수하는데 다른 법관은 무시한다고 하는 대중들이 소

박한 오류의 학술적 형태이다. 이것은 해석이라고 하는 법의 철학적

특성을 무시한다. 제시된 진영 중 어디에 있든 모든 양심적인 법관

은 넓은 의미에서 해석주의자이다. 그들은 우리의 헌법적 구조와 실

무에 가장 최선의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점을 고려하여 자

신들이 갖출 수 있는 시각으로 그 구조와 실무를 보려고 한다. 그들

은 무엇이 최선의 해석인가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지만, 이것을 헌법

재판이 해석적인지 여부에 관한 불일치로 혼동하는 것은 분석적 오

류이다. 헌법적 방법론에 대한 거대한 토론은 해석 안에서의 토론이

지, 해석과 관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293)

그리하여 드워킨은 이른바 해석주의자라고 칭하는 자들을 “역사주

의자[원의도주의자]”라고 칭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원의도주의자

는 연방헌법에 대한 자격 있는 해석을 기초자의 역사적 의도를 나

타내는 원칙에 제한하는 헌법재판의 방식을 정하는 것이라고 한

다.294) 즉 판사의 자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헌법기초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도(original intent)' 를 기준삼아 연방헌법을 해석한

다는 것이다.

(3) 드워킨의 원의도주의 비판

원의도주의에 대한 드워킨의 비판은 다양하면서도 일관성이 있으

나 그 핵심은 원의도주의는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도 않은 해석방법이라는 것이다.295) 도덕철학적 사유를 배격하는 원

293) LE, pp. 357-359

294) LE, pp. 359-360

295) 같은 견해로 Dieter Grimm이 있다.(“헌법과 사회변동-헌법해석 방법론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206-2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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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주의도 실상은 그 나름의 도덕철학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고, 결국은 편협한 권위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296)

드워킨은 헌법규정이 애매하고 다의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모두 대등한 가치를 갖거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입장은 용납하지 않는다. 법문으로부터 단일한 결론

하나만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해서 곧 판사가 주관적인 잣대를 사용

하여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드워킨의 법철학에서는 헌법

해석에 도덕철학을 원용하는 것이 하나의 올바른 정답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는 것이다.297)

둘째로 드워킨은 원의도주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특정한 도덕

철학에 기반을 둔 이론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도덕철학이 개입되는

것을 배격한다는 원의도주의도 따지고 보면 그 나름의 도덕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질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존재하였던 이

해방식에 모든 판사들을 종속시키려는 주장에 대하여 드워킨은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정치적 도덕적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한

다. 즉,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에서는 안정성

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정의롭고 공평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

다는 가치 판단이다. 나아가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특정

한 시점의 권위에 모든 해석자들을 복속시켜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다.298)

이에 대하여 정치공동체의 안정성은 헌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고 드워킨은 말한

다. 가령 주와 연방 사이에 권력을 배분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정확

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작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296) , 앞의 논문, 191면

297) TRS, pp. 101-106 참조; 함재학, 앞의 논문, 192면

298) LE, p. 3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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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조항들은 주와 연방에 대항하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언론의 자유,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공교육을

포함하여 공공 자원의 처분에 있어서 동등한 자로서 취급, 등. 이러

한 권리들의 각각의 해석에서 안정성은 모종의 실제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이 그러한

안정성보다 더욱 중요하다. 권리의 체계는 가능한 한 일관된 정의의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관을 각 권리를 창설한 역사적

정치인의 구체적 견해가 발견될 수 있을 때는 그 구체적 견해에 속

박하고, 기초자가 아무런 의견도 없거나 그들의 의견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때에는 해석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하는 원의도주

의의 방식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이것은 헌법적 체계에서 불

일치를 낳는 방식인데, 왜냐하면 상이한 시기의 기초자는 정의가 무

엇인지에 대해 상이한 구체적 견해를 가졌기 때문이고, 이러한 견해

가 찾아지지 않을 때는 비역사적인 방법을 쓰는 법관은 기초자 어

느 누구와도 다른 구체적 의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99) 요컨

대 개인의 권리의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헌법질서의 안

정성을 위해서 과거 헌법기초자들이 생각했던 내용대로 권리규정들

을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가능하더라도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드워킨은 원의도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헌법관 내지 헌법

개념을 비판한다. 안정성이 최고의 가치라는 전제 하에 모든 헌법규

정들을 기초자의 원래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환언하면 모든 헌법규정들이 다 같은 차원의 규범이 아니라는 뜻이

다. 헌법이라는 규범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각 규정들의 성질

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의도주의는 헌법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모든 규정들이 헌법 기초자들의 구체적인 의

299) LE,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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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담은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뜻이다.

넷째로 드워킨이 보는 바에 의하면, 원의도주의는 하나의 추상적

인 개념과 그 개념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관념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300)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서 평등이라는 헌법적인 가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드워킨은 헌법에 규정된 평

등이나 적법절차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된다

고 한다. 수정헌법 제14조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구체적인 이

해방식이 그 개념 자체에 얼마나 정확히 근접하였는가는 얼마든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드워킨이 자주 드는 예가 바로 평등

이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에 근거하여 내려진 브

라운 판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학교

를 인종별로 구별 격리하던 제도가 평등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정작 수정헌법 제14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판결이다.301) 사실 수정14조는 자신들이 인

종적으로 분리된 교육을 불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입

법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수정조항으로 나아갔던 시민권법안의 발

안자는 하원에서 “시민권이 모든 어린이는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바로 그 연방의회는 수정14

조가 연방헌법에 포함된 이후에 DC에 있는 학교들의 인종분리를 지

속시켰다. 그렇다면 원의도주의자에게는 이러한 내용은 평등보호조

항이 인종분리를 위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다.302)

드워킨에 의하면 이는 평등에 대한 그들의 관념, 즉 그들이 이해

하던 방식이 블완전하였다는 것을 뜻하므로 그들의 이해방식을 오

300) TRS, pp. 134-136

301) , 앞의 논문, pp. 194-195 참조

302) LE, pp. 36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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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에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평등 개념을 이해하는 규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드워킨은 원의도주의 입장을 취하는 자들의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한다. 원의도주의를 철저하게 고수하려

면 수정헌법의 기초자가 생각했던 바대로 인종별로 구별 격리된 학

교제도도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며, 브라운 사건은 잘못

된 선례를 남겼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원의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도 브라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인종

적 편견을 가졌던 19세기 사람들의 견해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해

답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의도주의자들은

과거 헌법기초자들의 원래의도 중에서도 취사선택을 한다는 말인데

어떤 원래의도는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배척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기준은 원의도주의가 그리도 적대시 하

는 정치도덕적 사유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의도주의는 자가

당착에 빠진다는 것이 드워킨의 비판이다303).

(4) 소극주의적 해석 비판

1) 소극주의의 주장

드워킨은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사법부가 심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 또는 그 대표자인 입법부가 스스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주장들을 소극주의로 통칭하고, 관행주의 또는 회

의주의 법 관념 하에서의 소극주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비판한다.

드워킨에 의하면, 헌법실무에 관한 한층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서

의 소극주의는 “우리의 적극적인 형제들이 연방의회나 대통령, 주의

303) , 앞의 논문,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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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들이 행한 것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의거하고 있는 위대한 헌

법 조항은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조직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그 헌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것이다. 그 의미는 기초자의 구체적 의견에 자문하는 원의도주의자

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정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관계되는 부

분에서 기초자는 종종 아무런 의도가 없거나 그들이 가졌을 의도를

연방헌법이 발견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이론은 국민 스스로가 연방헌법이 인종분리를

불법화하는지,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사형제를 금지하는지 결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주와 연방의 입법자가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 최후의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은

연방대법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오직 헌법개정이라는 성가시고,

있을 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단순 다수보다

한층 가중된 다수를 요건으로 한다. 국민은 입법부라면 바로 다음

선거에서 무효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한다.304)

2) 논점의 정리

드워킨에 의하면 이러한 소극주의의 진술은 헌법의 제정의 문제,

헌법재판의 관할의 문제, 연방헌법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법

적인 문제를 뒤섞어 놓은 것이므로 뒤섞인 것을 구별함으로써 검토

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제정의 문제이다. 누가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그 기

본적인 법이 종신임기를 갖고 지명되는 선출되지 않은 법관에 의해

선택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입법자가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두 번째

304) LE, pp.3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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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할 문제이다. 미국의 정치 구조 하에서 어떤 기관이 적절하게

해석된 현재의 연방헌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

할 권한을 갖는가? 세 번째는 법적인 문제이다. 적절하게 해석된 현

재의 연방헌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몇몇 소극주의자

는 두 번째 문제를 대답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은 첫 번째 문제에

대답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세 번째인 법적인 문제야말로 그

들의 이론이 어떤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질문이다.

마베리 판결은 최소한 가까운 장래의 기간 동안에는 두 번째 문

제인 관할 문제를 해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이 주(州)로 하

여금 특정한 상황에서 낙태를 범죄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지 여

부를 좋든 싫든 결정해야 한다. 소극주의자는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권한을 입법자의 대답을 자신의 것으로 채택함으로써 행사하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충고는 그것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바른

대답을 따를 때에만 타당하다. 만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

이 연방헌법은 주가 낙태를 범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라면, 입법자의 반대의 의견을 준수하는 것은 소극주의자들이 질겁

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연방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첫째

질문, 제정의 문제는 세 번째 질문인 법적인 질문에 똑같은 방식으

로 의존한다. 소극주의자는 헌법적 수준에서의 사법적 입법을 맹렬

히 비난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란 국민이 반드시 기본적인 법을 만들

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매력적인 명제의

타당성은 다시 한 번 세 번째 문제인 법적인 질문에 대한 특정한

답을 전제하고 있다.305)

만일 적절히 해석된 연방헌법이 사형제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

땐 물론 주가 범죄인에 대해 사형집행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30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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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선언한 법관은 물론 연방헌법을 바꾸는 것일 테다. 그러나 적

절히 해석된 연방헌법이 사형제를 금지한다면, 사형제를 정하고 있

는 주의 법률을 무효화할 것을 거부한 대법관은 명령으로 연방헌법

을 바꾸는 것이고 헌법적 원리에 반항하는 데에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법적인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소극주의를 법적인 문제로서 연방헌법의 추상적 구절은 오로지 그

구절의 언어로부터 다툼 없이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 이외에는 아무

런 권리도 시민들에게 부여하지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사법적 월권에 그들의 모든 분개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모든 열망은 법적인 실천과 관계없는 것으로 관심을 딴 데

로 돌리는 소동이다.306)

3) 관행주의와의 결합 및 비판

그런데 관행주의 법 관념에서는 법과 법적 권리라는 관념을 인정

하는데,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 이유, 즉 공권력이 과거의 정치적 결

정과 일치하는 식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제약이 제공하

는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이 입장은

과거에 내린 결정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일관성의 형식에 대하여

매우 협소한 설명을 제시한다. 권리나 의무는 과거의 결정에서 나온

다. 권리나 의무가 과거에 내린 결정 속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

을 때, 또는 법률가의 직업상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방법 내지 기

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될 수 없을 때에는 정치적 도덕성은 과거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관행의 힘이 소진되면

판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전적으로 장래를 향한 전망적인 판단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07)

306) Ibid. p.371 

307) Ibid. p.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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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엄격한 관행주의가 미국의 법적 실무에서 가장 최선의 일반

적인 해석이라면, 헌법적 권리에 대한 그러한 소박한 견해는 올바른

것일지도 모른다. 적법절차조항이나 평등보호조항이 주가 낙태를 범

죄화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주의자는 법적인 문제로서 연방헌법이

그러한 입법을 금지한다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 따라서 연방대법원

은 낙태금지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하는 관행

주의자는 개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가중 다수에 의한 개정에 종속되

는 한 국가의 기본적인 법이 종신직을 갖는 임명된 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4) 회의주의와의 결합 및 비판

소극주의자는 관행주의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법

적인 문제에 대한 그의 소박한 답변을 방어할 수 있는가? 몇 명 소

극주의자는 회의주의에 의존한다. 그들은 말하길, 연방헌법의 추상

적 구절에 대한 가장 최선의 해석은,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이라

하더라도, 헌법 문구만을 엄격하게 읽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외

의 것은 허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회의적 해석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내

린 어떤 결정도 인정되지 않는 헌법의 개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

면 제정 문제가 관련되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연방헌법이 조용히 개

정되는 것에 관하여 자신의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기보다 주(州) 입

법자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 민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소극주의자는 자신의 회

의주의에 대하여 어떤 주장이 있는가?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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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그가 정의나 평등에 관한 하나의 이론이 다른 것보다 낫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법절차나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하

나의 해석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와 평

등에 관한 이론은 오로지 주관적이고,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바른

대답은 없으며 단지 다른 대답만이 존재한다.” 만일 이것이 정치도

덕에 대한 외부적 회의주의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헌법적 실무와 무

관계하다. 어떤 문제가 단지 의견의 문제일 때 누구의 의견이 지배

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 대답이 존재

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파괴적이다. 그것이 아니라 소

극주의자의 회의주의가 도덕성 일반에 대한 내적 회의주의라면, 그

것은 전적으로 도그마틱인데, 왜냐하면, 도덕적 회의주의가 요구하

는 내부적인 도덕적 주장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자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원이 하는 것보다 공정하다고 하

는 그 자신의 도덕적 입장을 제외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파괴적이

다.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바른 대답은 올

바른 대답이 없다는 것이라면, 누구의 의견이 우리를 지배하여야 하

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어떻게 바른 대답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

이 갖는 모든 인기에도 불구하고, 회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그 주

장은 서투른 것이기만 할 뿐이다.309)

5)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 아래에서, 다툼 있는 헌법적 쟁점은 헌

법 개정이 아니라 해석을 요청한다. 법원, 입법자, 관리 그리고 시민

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해석 - 언론의 자유, 평등보호, 적법절차조항

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하나의 입장-이 다른 것보다

308) Ibid. p.372

309) Ibid. p.373



- 110 -

현재의 헌법적 실무를 더 잘 정당화한다는, 즉 하나의 해석이 세 번

째 문제인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더 나은 대답이라는, 규제적 추정

하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직면한다. 물론 첫째 질문들, 즉 제정의 문

제는 어떤 맥락에서 적절하기는 하다. 아마도 한 국가는 연방헌법을

가져서는 아니된다라거나, 지금까지의 헌법적 역사를 가장 잘 정당

화하는 원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으

로. 그러나 연방헌법은 이들 명백한 제정의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어

야 하는지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게 명백하다. 그것들은 해석이 아

니라 헌법 개정의 문제이고, 연방헌법은 자신이 정하고 있는 쉽지

않은 길을 제외하고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아마 그것 자체가 실수였을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미

국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현재의 다수가 기본적인 법

을 가령 국민투표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권한을 가졌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물음은 아니다.310)

6) 소결

따라서 소극주의는 논쟁적인 헌법적 사건에서 그것이 항상 제시

하는 부정적 대답에 대한 지름길은 아니다. 그것은 다수의 결정에

반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추상적 규정을 지극히 좁게 해석하

고, [추상적 규정]의 언어가 다툼 없이 금지하는 것만을 금지되는 것

으로 본다.311)

그런데 그러한 협소한 해석이 미국의 헌법 실무에 부합하는가?

브라운 결정을 포함하여 많은 연방대법원 결정들이 소극주의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법률가는 소극주의가 부합하지 않는 몇몇

310) Ibid. pp.371-372 

311) Ibid. p.3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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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가령 대법관들이 노예소유주는 그

들의 노예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

하여 미주리 협상안을 무효화한 드레드 스콧 결정, 주가 제빵근로자

가 계속 근로할 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라고 한 로크너 결정 등. 그 소극주의적 신조는 헌법의 역사의 거의

모든 매 단계에서 사법적인 의견과 학자적 논문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다. 따라서 우리는 소극주의는 해석의 첫 번째 차원에서 부합

에 관한 최소한의 심사를 충족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에

보다 복잡한 문제, 즉 소극주의는 보다 실질적인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는 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 실무는 만일 입법

자가 다수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

적 제약이 매우 협소해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다 인상적으로 될

것인가?312)

가령 평등보호조항이나 적법절차조항의 어떠한 해석이 정치적 도

덕성에서 각 정치적 덕목을 더 낫게 만드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는 상이한 정치적 덕목을 인정한다. 정의는 그러

한 덕목 중 하나이다. 평등보호조항의 어떤 해석이 정의가 무엇을

실제로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 더 가까이 가는가 라는 수

준까지 도달한다면 그 해석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

은 다르다. 한 사회에서 인기가 없거나 거부되는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이거나 최소한 인기 있는 확신을 반영한다면 그

해석은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소극주의자가 다수주의에

대한 제약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그의 독해법이 보다 더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313)

다수주의적 정부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한다면, 연방헌법은 보다

공정할 것인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나는

312) Ibid. pp. 373-374 

313) Ibid.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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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것이다. 사람들은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는다

는 벤담에 동의한다면 연방헌법이 다수자의 의지에 제약을 덜 가할

수록 연방헌법은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떠한 제약도 다수가 실제로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

토하기 보다는 최소한 입법적 과정의 민주적인 성격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고안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극주의에 대한 이러한 간단한 주장

은 그러한 정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미국민에게는 설득

력이 없다.314)

정의에 대한 두 번째의 주장은 다수에 대항하여 개인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조금 더 복잡한 이유에서

헌법적인 제약에 반대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입법자는 어떠한 권리들

정의가 요구되는가에 대하여 법원이 추상적인 헌법적 규정의 모호

한 언어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궁극적으로 입법자가 더 타

당한 이론을 개발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에 대하

여는 분명한 반대가 있다. 정치적 다수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되어야

하는 입법자는 소수의 권리가 다수에 반하는 심각한 주장에 대해서

보다 더 다수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만일 다수의 바람에

굳건하게 반대한다면, 다수는 그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교체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입법자는 그러한 방식에 약하지 않은 관료

보다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타당한 결정에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다수의 비판에서 격리된 법관이 이러한 권리

를 결정할 이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법관

들은 사건의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적이고 개인적인 관

심을 가지고 있고 압제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주(州)의

입법자나 검찰총장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이론가로 생각할 선험

적인 이유는 없다.315)

314) Ibid. pp.374-375 

315) Ibid.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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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사도 그들이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소극주의자는, 바

람직하고 공정한 입법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에

호소하였던, 현재는 연방대법원이 잘못하였다고 일치를 보고 있는

로크너 결정 등을 인용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소극주의를 전적

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더욱 유감스러웠을 것이다. 가령 남부의

학교는 아직도 인종분리되었을 것이다. 사실, 헌법적 역사 전반을

통하여 가장 유감스러운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모았다면, 헌법적 원

리나 정의가 개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때 개입에 실패한

데서 오류를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적 기록에 플레

시나 코레마츠 결정이 없었다면 미국민은 보다 더 자랑스러웠을 것

이다. 이 둘의 결정에서 다수의 입법적 결정은 심각하게 불공정했

고,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가 믿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될 것이다.

우리는 연방대법원이 연방헌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위하여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 유감스럽다.316)

만일 소극주의를 위한 타당한 정치적 사안이 있다면, 우리가 구별

했던 두 번째 이유, 즉 정치적 공정성의 관념에서 찾아야 한다. 그

러나 정치적 공정성에 호소하려는 소극주의자는 두 가지 의심스러

운 주장을 방어해야 한다. 첫째, 그는 공정성은 입법적 관할 하에서

소수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방식대로, 그들이 지지하는 원리에 의

하여, 투표자의 다수에 대해 제약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주

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이해된 정치적 공정성은 헌법적

맥락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정의와 충돌한다고 생각될

때 정의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이 두 주장

을 묶어보면,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헌법적 실무에 부합한다고 보는

소극주의자의 결론보다 연방헌법의 전반적인 구조에 심각하게 덜

부합된다. 왜냐하면, 연방헌법의 형사소송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같

316) Ibid. 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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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하고 상세한 제약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 두

주장이 타당하다면, 다수가 그 주장을 적당하다고 받아들일 때는 그

제약은 불필요할 것이며,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제약은 불공

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적절한 연방헌법 전반의 해석은, 소

극주의자의 두 주장과는 반대로, 어떤 헌법적 권리는 바로 다수가

정의가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다수 자신의 확신만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연방헌법은,

소극주의자도 이해하여야만 하듯이, 공정성이란 어떤 헌법적 권리

에 대하여는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성의 중요

성이나 성격에 대한 소극주의자의 견해가 명시적인 헌법적 권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거절되면, 인테그리티가 이러한 명시적

인 권리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묵시적 권리들에 어느 정도로 확

장될지를 묻는 논쟁적인 헌법적 사건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재등장

할 수 없다.317)

소극주의자의 주장은 이상적인 헌법 구조에서 공정성이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헌법적 맥락에서 공정성은 어떤 조항에 대한 해석이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연방 차원의 자기 검토와

토론에서 수사적으로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정의의 원리에 의존

한다면 매우 비난받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공정성은, 지방적이고

임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특정한 정치적 경우에 승리하였다는 이유

로 그들의 견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 정치문화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즉 만일 인종분

리가 연방의 대부분에서 받아들여지는 평등의 원리를 위반한다면,

어떤 주에서 다수가 인종분리할 권한이 부정되어도 공정성은 위반

되지 않는다. 만일 연방국가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 독립의 개

317) Ibid.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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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지지하지만 동성애자에게는 그러한 독립을 부정한다면, 비록

그 차별은 원리적으로 타당하게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러한 개념의

일관된 시행을 고집함으로써 공정성은 위반되지 않는다.318)

요약해본다. 소극주의는, 처음 보면, 임명된 법관이 정치적 다수에

게 자신의 의지를 얼마나 부과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매력적인 이론

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혼합해놓은 상이한 쟁점들을 정리해보

려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의 지적인 근거는 점점 약화될

뿐이다. 그것은, 기본법으로서 연방헌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론이

어야 하고 그러한 이론을 포함해야 하며, 그것은 넓게 이해된 의미

에서 헌법적 실무의 해석이어야 한다. 소극주의는 그 실무에 빈약하

게만 부합할 뿐이고, 기껏해야 우리가 정의의 문제로서 개인은 정치

적 다수에 대항하여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추정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헌법 문화에 생소하며, 헌법적 권

리라는 개념을 흉내낸 듯한 특별한 방식으로 정의된 공정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호

소력 없는 주장을 거절하면 우리는 소극주의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

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반대의 이론, 소극주의가 “적극주의”라고

부르는 도깨비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가?319)

(5) 적극주의적 해석 비판 및 정치적 당파성 문제

1) 적극주의 비판

적극주의는 법 실용주의의 맹독적인 형태이다. 적극적인 대법관은

연방헌법의 문언, 그 제정의 역사, 그것을 해석한 이전의 연방대법

원의 이전의 결정, 우리 정치 문화의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전통 등

318) Ibid. p.377

319) Ibid. p.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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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할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데,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부의 다른 부문에 부과하기 위

하여 그렇게 한다.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은 적극주의와 그것과 밀접한 어떤 헌

법재판의 실무도 비판한다. 그것은 정의는 연방헌법을 해석을 통하

여, 명령이 아니라 해석을 통하여 시행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결정은 헌법적 실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부합함

에 틀림없다는 뜻이다. 어떤 해석적 판단은 복잡한 방식으로 정치적

도덕성에 종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정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덕목을 위하여서이고, 그들 서로는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 중 하나가 공정성이다. 인테그

리티로서의 법은 연방의 정치적 전통과 문화에 민감하며, 따라서 공

정성의 개념에도 민감한데, 그것은 헌법에 부합한다. 소극주의의 대

체자는 정의에 대한 법관의 감각에만 맞게 키워진 소박한 적극주의

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고 차별화되는 판단이며, 그러

한 판단은 여러 정치적 덕목에 자리를 주지만, 적극주의나 소극주의

와는 달리 누구에게도 압제는 아니다.320)

2)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정치적 당파성

사법부의 판단과정도 입법부 등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못지 않게

정치적인 것이어서, 법원도 현명한 판단은 고사하고 법적인 혹은 사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치적 결정기관일 뿐

이라는 주장이 있고,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도 떨어진다는 주

장이 있다.321)

이에 대하여 드워킨은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면서 재판관들에게 정

320) Ibid. p.378 

321) 김비환 외 5인, 앞의 책, 39면 참조



- 117 -

치도덕에 관한 결정은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다. 가령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며 다양한 집단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정치도덕에 관한

사항이고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정치적 원리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있

을 수가 없고,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그저 자신

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어떤 것은 정당정치적 이해관계로밖에

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도 있다. 정당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판

결은 싫지만 판사들이 정치원리에 관련하여 중립적일 수 없는 상황

에서 당파적인 정치적 판단과 원리에 입각한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

다. 헌법재판관은 판결을 지도하는 원리를 천명해야 하고, 그 원리

가 이제까지 법원이 내려온 판결들과 부합한다는 것을 보일 의무가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말이 인테그리티이며, 판사들 개인

이 자신의 소신대로 내린 결론이 원리에 입각한 결정이라면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가 고수할 수 있는 원리에

따라 내린 결정이고 스스로 그 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이

다. 판사는 철학자가 아니지만, 국회의원도 철학자가 아니고 대통령

들도 아니다. 그렇지만 판사들은 조리 있는 설명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에서 철학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부 의

원들은 투표로 말할 뿐이고,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대통령도 설명

할 필요가 없지만, 판사들은 설명을 해야 하며 나아가 원리에 의거

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322)

4. 드워킨의 헌법적 인테그리티 이론

322) 외 5인, 앞의 책, 39-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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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헌법해석이론은 그의 일반 법해석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정치공동체 내의 모든 권력을 안배하는 근

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에 비추어 정치적 도

덕적 철학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그 만큼 더 필요하다고 한다323).

드워킨의 일반 법해석이론은 ‘인테그리티로서의 법(law as

integrity)" 관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법을 해석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해놓

은 결론이 그 법규에 관한 선행해석 판례 및 관행과 “부합(fit)" 하

면서 동시에 기존의 법체계 전체를 ”정당화(justify)"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드워킨은 주장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과거의 해석과 판례

들을 잘 설명해주는 결론들 가운데 어느 것이 법 전체를 “최선의 것

(the best it can be)"으로 만들어주는가를 판단해서 고르는 작업이

라고 설명한다324).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드워킨은 부합과 정당화의 요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연작소설(chain novel)" 이라는 기제를 동원한다. 드워킨은

이 연작소설에 참여하는 작가는 앞의 장들과 부합하는 내용을 집필

해야 하고, 나아가 자신이 맡은 장을 추가함으로써 그 소설 전체가

가장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필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 설명한다. 이와 비슷하게 판사도 자신이 법을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기 이전의 모든 해석과 판결들의 내용을 파악하여 거기에 부합

하면서 동시에 법 전체가 최상의 작품이 되는 방양으로 결론을 내

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법 전체가 통

합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부합과 정당화를 통해 판사들

이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입법자는 자신이 원

하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규나 판례와는 완전

히 무관한 법을 만들 자유가 있지만, 법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

323) Ibid, p. 380

324) , 앞의 논문,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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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기존의 법규와 판례 및 관행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325)

이와 같은 드워킨은 법해석이론은 헌법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적 사안을 주로 다루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사는 자신이 내리

는 판결이 기존의 헌법해석에 관한 판례와 관행을 잘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드워킨은 사법의 임무의 특성은 논증을 하는 것

이고, 입법자는 자신의 결정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지만 재판부

는 반드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한

다.326)

만약 기존의 헌법전통과 부합하는 해석방법이 여럿일 경우, 그 중

에서 그 전통의 정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

곧 미국 헌법의 역사와 관행 전체를 최선의 작품이 되게 하는 해석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헌법을 해석하는 법관은 자신

의 헌법전통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327).

드워킨이 원의도주의를 비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해석이 규범

적인 작업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명백한 사실로서의 법개념을 가진

채 과거의 역사적 내지 심리적 사실, 다시 말해 헌법 기초자들이 생

각했던 바를 캐는 경험적인 작업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

다.328)

요컨대 드워킨은 헌법해석에 정치도덕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사실

을 인정하되, 여기서 말하는 정치도덕적 판단이란 입법자나 유권자

가 마치 백지상태에서 특정한 헌법규정이나 정책이 사회 전채를 위

하여 유익한지 아닌지를 저울질하는 판단과는 확연이 구별되는 특

325) LE, PP. 228-238 ; 함재학, 앞의 논문, 196면

326) 김비환 외5인, 앞의 책, 41면 참조

327) 함재학, 앞의 논문, 197-198면

328) LE,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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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의미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과거 헌법전통 전체의 무게

라는 거대한 제약 속에서 내리는 특별한 판단이므로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취향이나 이념에 의한 헌법의 왜곡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말이다. 원의도주의에서 우려하듯이 정치도덕적 판단을 내림으로

써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대로 헌법을 재단할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헌법의 역사적인 궤적과 올바른 발전방향에 비추어 최적의

해석을 내릴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드워킨이 추구하는 헌법

해석이론은 개별 헌법조항의 텍스트는 물론 헌법 전체의 구조와 헌

법 운용의 역사 등에 충실함으로써 이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고

미래의 재판과정에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헌법적 인테그리티(integrity)" 이다329)

제3절 드워킨의 사법심사 정당화

1. 문제의 소재

드워킨은 사법심사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성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주의란 다의적 개념, 이론(異論)이 있는 개념이고, 민주

주의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한다.330)

329) , 앞의 논문, 199면

330) 김비환 외 5인, 자유주의의 가치들- 드워킨과의 대화, 아카넷, 2011, 32면 참조; 사법

심사는 반민주적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보는 다른 논자들은 다음과 같다. (정준표, 앞의 논문, 107면;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공법연구 , 33집 3호, 2005, 229-251면; 박

찬표,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최장집·박찬표·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8; Sunstein, Cass R, “Constitutions and Democracies: An 

Epilogue,” in Jon  Elster  and  Rune Slagstad,  eds.,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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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드워킨에 의하면 법이 무엇인가는 해석

적 문제이고, 따라서 헌법이 무엇인가도 해석적 문제인데, 법의 해

석에 있어서 도덕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헌법의

해석도 헌법의 도덕적 읽기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드워킨에 따르면

이제 법이나 헌법이 해석의 문제라는 것은 헌법학자에 의해 일반적

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데, 연방헌법의 도덕적 읽기에 대하여 민

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실체적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학문

적 논의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널리 생각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적 논쟁은 민주주의란 참으

로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토론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한다.331)

2. 다수결주의적 전제(majoritarian premise)

(1) 다수결주의 전제의 의의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의미

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정치이론가 가운데 또는 사

전 속에 확립된 것이 없다332). 반대로, 민주주의란 진실로 어떠한 것

인가에 대한 깊은 논쟁이 문제가 된다. 정부기관 사이의 권한을 배

331) FL, p.15 

332) 프랑스혁명 당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뜻했고 대의제와 대립되었다는 논문으로 

홍태영, “근대인의 자유와 대의제 정부: 시에이예스와 콩스탕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연구 제13집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4, 268면 참조. 국민의 자기지

배라는 민주주의 관념으로는 대의제는 민주주의이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는 김하열,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공법연구 제39집 제1호, 한

국공법학회, 2010, 173면 참조.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라는 형식적 틀을 넘

어 시민의 삶의 측면에서 조명하는 논문으로 박주원, “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가-고대의 역사적 경험과 현대”, 경제와 사회, 통권 제88호, 비판사회학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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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는 대표의 방법에 대해 의견은 일치되지 않는다.333)

드워킨은 이러한 친숙한 민주주의의 구조에 관한 논쟁 아래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와 의미에 관한 심오한 철학적 논쟁이 있

다고 믿고 있으며, 비록 언제나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추상

적 쟁점이 결정적이라고 믿는다. 드워킨에 의하면 다수결주의의 전

제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거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 문제이다. 이 다수결주의의 전제라는 것은 정치적 과정의 공정한

결과에 관한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정치적 절차는, 최소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 도달된 결정이 시민 가운데 다수자 또는 상대

다수자가 찬성한 결정이 되도록, 또한 만일 적절한 정보와 충분한

숙려시간이 있었다면, 찬성하였을 결정이 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그 목표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

마 많은 숙고 없이도 그것을 민주주의의 본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민주적 과정을 구성하는 복잡한 정부조직은 이 목표를

위한 것이고, 이 목표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복잡한 민

주적 과정이 제정하는 법과 그것이 추구하는 정치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다수가 승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334)

(2) 다수결주의 전제와 개인의 권리

드워킨에 의하더라도 다수결주의 전제가, 다수가 존중하여야 할,

개인이 중요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공동체-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다수결주의 전제는, 이러

한 개인적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고 어떻게 가장 잘 존중되고 시행

될 것인지에 관하여 공동체 다수자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는 귀결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어 왔다. 가령, 언론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333) FL, p.15 

334) Ibid.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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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영국 헌법의 일부분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 영국의 변호사에

게는 의회를 통하여 활동하는 정치적 다수 이외에 어떤 집단도 그

요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는 그것은 변경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언론을 제약하려는 의회의

의도가 분명한 경우에만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였다. 그것은 다수결주의 전제 때문이고, 그것이 만들어낸 민주주

의에 관한 다수결주의의 개념은, 한 세기를 넘어오는 동안 영국의

정치적 도덕성에 대하여 심사받지 않는 붙박이 같은 것이었다. 335)

반면에, 다수결주의 전제가 민주주의의 궁극적 정의와 정당화를

기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

수의 의지가 지배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다수자가 그

자신의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되어야 할 때는

항상 최종의 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최소한

때로 대중적 입법을 무효화한 최소한의 몇몇 연방대법원 결정은, 브

라운 결정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옳다고 받아들인다. 다수결주의

전제는 이러한 종류의 예외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즉 비록 다수자의

정부로부터의 몇몇 일탈이 대체로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결론에 무언가 도덕적으로 유감스런 일이 발생하였고, 도덕적 비용

이 지불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336)

달리 말하면, 다수결주의 전제는 정치적 다수가 그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항상 불공정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상쇄할만한 강력한 이의가 있어서 상쇄함을 정당화하더라도 불공정

성은 남는다고 한다.337)

(3)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

335) Ibid. p.16

336) Ibid. 

337) Ibid.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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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가 다수결주의 전제, 즉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주의적

관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다른,

보다 나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관하여 드워킨은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을 제시한다.

드워킨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 다수결주의 전제를

거부하지 않는다- 은 집합적 결정이 항상 다수결주의적으로 결정되

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목표라고는 보지 않고, 민주주의

의 본질적 목표로 다른 것을 취하는데, 그것은 집합적 결정이 공동

체의 모든 공동체원을 개인으로서 동등한 관심과 존중으로 다루는

그러한 정치적 제도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338)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목적에 기초한 대안적 선언은

다수결주의가 요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정부의 체계를 요구하지

만,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에 의하면 다수결적 절차가 다수결

주의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

로서의 동등한 지위에 대한 관심에서 나올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은, 그것

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동등한 지위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해야 할 특별한 경우에, 왜 비 다수결적 절차가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은 이러한 예외를 뭔가

도덕적으로 비용이 지불되었다거나 도덕적 유감의 원인으로 받아들

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339)

드워킨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은 다수결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 즉 민주주의란 ‘모든 시민에 대

한 동등한 지위’라는 조건에 종속한다. 이 조건을 ‘민주주의적’ 조건

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수결주의 기관들이 민주주의적 조건을

338) Ibid. 

339) Ibi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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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존중한다면, 이러한 기관들의 선고(선언, 결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두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그 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들의 제공이나 존중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보다 잘 보호하고 존중하는 다른 절차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조건은, 분명히, 공직은 기본적으로 모든 종

류의 인종과 집단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한다. 만일 어떤 법이 한 인종의 구성원만이 공직에 나갈 자격

이 된다고 규정하고, 만일 유효한 헌법 아래에서 권한을 가진 법원

이 그 법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무효화하는 경우, 거기에는 도덕적

비용은 없을 것이다.340)

드워킨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적 조건이 무엇이고, 어

떤 특정한 법이 그것을 어겼는가 여부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

나 드워킨은 헌법적 관념에 따를 때, 그러한 논쟁적 문제를 법원의

최종적 결정에 맡기는 실무에 대해 반민주적이라는 근거에서 반대

한다면 순환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문제된

법이 민주주의적 조건을 존중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바로 그 점, 즉 문제된 법이 민주주의적 조건을 존중하였는지 여부

가 논쟁의 쟁점이기 때문이다.341)

드워킨은, 도덕적 가치와 원리는 객관적으로 참일 수가 없고, 자

기 이익, 취향 또는 계층만이 대표될 뿐이라고 하는 도덕적 회의주

의에 기반한 주장에서는 도덕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판사

가 기만적인 것이고, 유일하게 공정한 정치적 과정은 국민에게 권력

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이중으로 잘못되었다

고 한다.342)

340) Ibid., p.17 

341)Ibid,, p.18

342)Ibid.,.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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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수결주의 전제를 찬성하는 그의 결론 자체가 도덕적 주장

이기 때문에, 자기 모순적이다. 둘째, 이러한 유행하는 회의주의는

일관성이 없다.343)

드워킨은, 다수결주의 전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논변은 그 자체

정치적 도덕성의 논변이고, 만일 그 전제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

은 이러한 덕목들, 즉 평등, 자유, 공동체(equality, liberty, and

community) 가운데 최소한 하나 또는 셋 모두의 덕목들의 최상의

관념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

한 깊은 덕목과 가치들의 견지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관념-다수결주

의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다수결주의 관념인지 아니면 다수결주의

전제를 거부하는 헌법적 관념인지-이 보다 타당한지를 숙고하여야

한다고 한다.344)

3. ‘국민에 의한’ 지배와 다수결주의

우리는 국민에 의한 민주정부라는 개념 하에서 국민이 하는 집합

적 행동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통계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 어떤 집단이 행하는 것이 오로지 그 집단의 구성원이, 즉 집단

으로서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는 생각 없이, 그들 혼자서 행하는 것

의 어떤 기능만의 문제일 때는 집합적 행동은 통계적이지만, 개인

행동의 어떤 통계적인 기능으로 축소될 수 없는 집합적 행동은 공

동체적이라고 한다.345)

그렇다면, 다수결주의 전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어떠한 종류의

집합적 행동을 민주적 정부에게 요구할 것인지로 모아진다.346)

343)Ibid.., p.19 

344)Ibid.., p.19 

345)Ibid, pp.19-20 

346)Ibid,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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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드워킨에 의하면,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이념을 읽는 방법

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독해법은 통계적인 것이다: 민주주의

에서는 정치적 결정은 개개 시민들의 -다수 또는 상대다수의- 투표

나 바램 등에 조응하여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독해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결정은 각 개인의 어떤 집합에 의해서가 아니

라 별도의 독립적인 개체- 국민과 같은-에 의하여 취하여진다. 일반

의지에 의한 정부라는 루소의 이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통계적 관념

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관념의 한 예가 된다.347)

드워킨은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이념을 통계적으로 읽는 것이 미

국의 정치 이론에서 더욱 더 친숙하고, 공동체적 독해는 신비주의적

으로 들리고, 위험하게도 전체주의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고 한

다.348) 그렇다면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이념을 읽는 두 가지 방법

과 다수결주의 전제는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가?

4. 권리장전과 다수의 적극적 자유

(1) 개인의 권리 보장과 다수의 자유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결주의 전제는, 어떤 정치적 결정이 다수

의 시민이 선호하거나 옳게 판단한 것(적절한 정보에 기초하였다면)

과 모순될 때마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무엇인가가 상실되거나 또는

타협된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드워킨에 의하면 많은 사람은 그 대

답이 평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권리장전(Bill of

Rights)과 같이 다수를 제약하는(disabling) 헌법적 규정들은 다수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그 결과는 공동체(사회)의 자

유(freedom)을 양보하는 것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349)

347)Ibid, p.20 

34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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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권리장전과 같은 헌법규정은 자기결정과 같은 공동

체의 ‘적극적’인 자유의 비용으로 자유언론이나 ‘프라이버시’ 등과 같

은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350)

이제 ‘국민’에 의한 지배를 통계적으로 읽으면, 자기의 생에 영향

을 미치는 집합적 결정에 대한 개인의 통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그 자신의 힘에 의하여 측정되고, 대규모 민주주의에서는 국가적

결정에 대한 어떤 개인의 힘도 너무나 작아서 헌법적 제한이 그것

을 축소시킨다고 생각될 수가 없다. 반대로 다수의지에 대한 제약은

자기 운명에 특정 개인의 통제에까지 잘 확장된다.

그러나 공동체적 읽기에 있어서는, 자유는 정부와 시민 개인마다

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집합적으로 이해된 전체 시

민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다. 적극적 자유란, ‘국민’이 자신들의 관리

를 통치할 때의 상황에 관한 것이고, 다수의 의지대로 확보하는 것

이 저지되었을 때 타협되었다고 말해지는 것이다.351) 따라서 이것

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자유(liberty) 관점에서의 주장은 통계적으로

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52)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 통치되기

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집단에 의해 통치되기를 열렬히 바란다. 가령 같은 종교의 사

람 등등. 따라서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협소한 자기 이해관계의 문제

로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멤버인

그런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은 자신들에게 보다 좋은 결정이라

고 생각한다.353)

349)Ibid, p.21 

350)Ibid,  

351)Ibid,  

352)Ibid,  

353)Ibid,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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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들은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굽혀야 하기 때

문에 통계적인 의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

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에 관하여 어설프지만 분명한 확

신에 놓인다.354) 우리는 다수자의 의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자

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왕의 문 앞에서 인사할 때나 혈통이든 신념이

든 능력(기술 skill)이든 어떤 귀족의 칙령 앞에서 인사할 때는 그

렇지 않다.355)

그런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나나 내 가족에게 옳

지 않고 현명하지 않으며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것을 준수

하여야 한다면 나는 도대체 왜 자유로운가? 즉 내가 나를 지배한다

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을 옳거나 현명하거나 공

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그것을 옳고 현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무

슨 의미가 있는가? 대관절 그것은 어떠한 자유인가? 내가 만일 어

떤 정치적 공동체의 참된 멤버라면 그 공동체의 행위는 비록 내가

그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된 의미

에서는 나의 행위가 된다. 그러한 추론 외 어떤 추론에 의해서도 우

리는 스스로를 지배한다고 지각 있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356)

(2) 도덕적 멤버십에 기초한 민주주의

그렇다면 정치적 공동체에서 참된 멤버십(genuine membership)

이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집단의 집합적

행위가 각 멤버의 행위로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그룹이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때를 발견

354)Ibid, p.22 

355)Ibid,  

35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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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실제 사례를 궁극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대답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개인을 집단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자로 다루

는 것이 공정한, -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 지각 있는

(sensible) -그러한 개인과 집단의 무언가의 연결을 서술해야만 한

다. 이러한 관계를 도덕적 멤버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결정,

자기 지배와 관련되는 정치적 공동체의 멤버십과 같은 것을 의미하

게 된다. 만일 참된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지배라면, 공동체적 의

미에서 그것은 자기 지배를 제공하며, 그러면 참된 민주주의는 도덕

적 멤버십에 기초를 두게 된다.357)

문제된 공동체의 모든 멤버가 도덕적 멤버가 아니라면 다수주의

가 자기 지배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다수결주의 전제가 그러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다.358)

다수결주의적인 개념에 반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개념을

서술했을 때, 헌법적 개념은 민주주의적 조건을 전제한다고 하였다.

민주주의적 조건은 정치적 공동체에서 도덕적 멤버십의 조건이다.

다수결주의 전제가 무시될 때마다 그리고 무시되었다는 것만으로

적극적 자유가 희생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 자유는 민주주의에 대

한 헌법적 개념을 옹호할 때 증진된다는 것이다. 도덕적 멤버십을

충족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자기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맞다면, 우

리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왜

냐하면 오직 그 때만 우리는 쓸모없는 통계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강력한 공공체적 의미에서 ‘국민’에 의한 지배라고 언급할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359)

357)Ibid, p.23 

358)Ibid, p. 23 

359)Ibid,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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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파트너십 민주주의)

위와 같은 논증을 거쳐 드워킨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일

종의 파트너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이해하

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라 할 수 없다. 첫 번째 조건은 정부는 그 통치력이 미치는 모든 사

람들에 대해서 동등한 배려를 가지고 대우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한

국가 내에 소수 인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다수가 항상 자신들에

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소수 인종을 배제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라 할 수 없다. 이는 다수결일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위해서는 모든 이가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가장 많은 논란을 초래할 것인데, 각

사람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자신이 내릴 권한이 존중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떤 종류의 결정은 자기 자신만

이 내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 개인으로서 자존감에 관련된 것이

기 때문이다. 만약 다수가 그런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소수자

에게 강요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360)

6. 소결

따라서 드워킨에 의하면, 사법심사와 민주주의는 상충되지 않는

다. 다수결에 의한 통치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의 권리를 사법심사제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한

다는 한 가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법관이 의회를 통과

360) 외 5인, 앞의 책, 33면 참조; 주민의 직접 결정에 의한 소수집단 차별을 예증하

는 논문으로 이상신, “직접민주주의와 소수자 차별: 2004년 미국 대선과 미국의 동성결  

혼 금지법주민투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

소, 2009; 이옥연, “캘리포니아 주를 통해 본 미국의 민주주의”, 국제·지역연구 17권 4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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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반민주적이라

고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권

리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4장 드워킨 이론의 구체적 적용

제1절 미국의 사례

1. 브라운 판결

(1) 사건의 개요361)

린다 브라운은 캔자스주 토피카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다.

린다는 집에서 7 블록 거리에 백인학교가 있는데도, 공립학교의 인

종분리 규정 때문에 집에서 1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흑인학교를 걸

어서 다녀야 했다. 린다의 아버지는 린다를 백인 초등학교에 전학시

키려고 하였지만 백인학교 교장에 의하여 거절되었다. 린다의 아버

지는 NAACP의 도움을 받아 제소하였고, 제1심에서는 플레시 대 퍼

거슨 판결(Plessy v. Ferguson)362)을 따른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

다. 린다 브라운이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해하는 동안 많은 유사

한 사건들이 제소되었고, 4건의 사안이 병합되어 브라운 사건에서

심리된다. 린다사건에 사우스캐롤라이나사건363), 버지니아 사건364),

델라웨어 사건365) 등이 병합되어 브라운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361) 347 U.S. 483 (1954)

362) 163 U.S. 537 (1896)

363) 캐롤라이나는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를 강제하고 있었고, 제1심에서는 플레

시판결을 따른다.

364)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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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

이 사안에서의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과정을 본다.

우선 드워킨은 주에 대항하는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선언하고 있

는 연방헌법에 관하여, 특히 평등보호조항에 관한 실무 이론을 살펴

본다. 공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구사하는 정책의 문제로서의

집단적 전략(collective strategy)과, 원리의 문제로서 집단적 전략을

제압하는 으뜸패(trump)로서의, 정부가 인정하는 개인적 권리를 구

별지었다. 그렇다면 연방헌법은 정책과 원리의 쟁점에 관하여 연방

의회와 각 주들이 결정할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가?366)

연방헌법은 국가와 각 주가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결

정하는 데, 공리주의나 자유지상주의 또는 자원중심의 평등관념, 기

타 어떠한 특정한 평등관념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당하게

(sensibley) 해석될 수 없다. 연방헌법은 각 관할이 사람들은 반드시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평등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각각은 재산 기타 정책의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타당해보

이는 평등관념을 존중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367)

비록 연방헌법은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기술한 만큼의 제

약에만 종속시키고 각 주에게 자유를 남겨두지만, 각 주는 주가 사

용하는 어떠한 집단적 정당화나 일반적 이익에 대하여 취하는 주의

어떠한 견해도 제한하는 어떤 권리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65) 내용은 다른 사건들과 유사하자, 제1심 법원은 흑인 학생이 백인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다. 다만 플레시 판결의 판시 대로 분리하지만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흑인학교의 시설이 백인학교보다 열등하였으므로 흑인학생을 백인학교에 입

학할 수 없게 한다면 ‘분리하지만 불평등’하게 된다. 만약 흑인학교가 백인학교와 시설면

에서 동등했다면 제1심 법원은 기각하였을 것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백인학교에서는 

흑인학교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 흑인학생이 백인학교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항소한다. 

366) LE, p. 381

367) Ibid. 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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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정적인 해석적 문제는 이것들이 어떠한 권리들인가 하

는 것이다.368)

연방헌법은 어떤 개인의 권리가 공식적인, 주가 부과하는 인종차

별의 희생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령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 권리의 성격은 무엇이고 위상은 어떠한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권리에 대하여 3가지 설명이 구성될 수 있고, 수정 제14조

아래에서 헌법적 실무의 적절한 해석으로서 각 이론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369)

(3) 헌법적 근거

1) 의심스러운 분류 이론

이 이론은 차별에 대항하는 권리는 주가 추구하는 평등의 개념

이 무엇이든지 그 개념에 따라 사람들이 동등한 자로서 취급받아야

한다는 보다 일반적인 권리의 결과일 뿐이고, 달리 말하면, 이 설명

은 합리성 제약이 이미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인종적 차별 또는 다

른 차별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별개의 권리를 사람들이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370)

이 이론에서 인종이나 유사한 근거에 의한 구별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역사상 어떤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그들에 대한 적정한 배려

가 부인되었던 것 같다는 점일 뿐이고, 그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

는 정치적 결정은 특별한 의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법원은 어떤 그룹을 다른 그룹보다 이롭게 하는 정치적 결정을 ‘비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심사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잘못 취급된

368) Ibid. p.382 

369) Ibid. p.382 참조

370) Ibid. pp. 382-3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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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단지 득실을 전체적으로 형량하여

이 집단들이 적절한 배려를 받을 것만을 요구하므로, 주가 그들을

다른 집단과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이 기준은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의 흑백통합은 오래 지속된 인종분리의 전통을 깰 것이기

때문에 더 열악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그렇게 되면 백인 아동에 대한 피해는 흑인 아동이 얻는 이득을 상

쇄하고 남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이 기준은 인종 분리 학

교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371)

2) 금지된 카테고리 이론

연방헌법은 주가 공익에 대하여 어떤 관념을 갖든 그것을 제압

하는 으뜸패로서의 별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 이것은

인종, 민족적 배경, 그리고 성별을 포함하는 어떤 속성이나 범주도

그 구별이 설령 다른 관념에서 볼 때 공익을 증진시킨다 해도, 시민

의 집단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권리이다. 이 이론에서는 인종 분리 학교체제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

에 위반된다.372)

3) 금지된 원천 이론

이 이론은 차별에 대항하는 또 다른 특별한 권리를 인정한다. 공

리주의와 자원평등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등관념은 공익의 관념

즉 정책을 사람들의 기호, 선호화 선택에 따르게 한다. 이러한 관념

371) Ibid. p.383

372) Ibid. pp.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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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사회는 선호와 선택이 일정한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의 정책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오페라 극장보다는 운동경기장을 원한다는 사실

또는 운동경기장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절실하게 그것을 원한다

는 사실은,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가치 있다거나 그들의 선호

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전제할 필요 없이 그 선택을 정당화할 것이

다. 그런데 이 이론은 사람들은 이러한 집단적 정당화에 대항하는,

즉 어떤 선호나 선택의 원천이나 형태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서는 안되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 즉 이 이론은 어떤 집단을 반대하

는 편견의 형태 속에 뿌리박힌 선호는 그 집단의 불이익을 포함하

는 정책에 우호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권리는, 제2의 이론에 의해 제안되었던 권리와 같이, 브라운

결정에서 드러난 인종 분리학교를 비난하지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사뭇 아니다. 인종분리는 흑인을 다르게 취급하며, 이 차

별취급은 편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으므로,

제3설에 따를 때 제1설 하에서라면 구제할 수도 있었을 인종분리주

장에 의해서는 구제될 수 없다.373)

4) 소결

이제 구체적인 브라운 사건에서 어떠한 이론을 채택하여야 하는

가? 우선 제1의 이론은 거부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이론은 차별받

지 않을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선호의 원천이나 성격에 대

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단지 각 시민의 복리와 선호가

동일한 척도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374) 이 이론은

정치적 공정성의 이념으로부터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의의

373) Ibid. p.384

374) Ibid.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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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375)

두 번째, 세 번째의 두 이론은 학교에 있어서 공적으로 지원받는

인종분리를 비난한다. 양 이론은 채택될 자격을 얻을 만큼 연방대법

원의 과거의 결정의 패턴과 연방헌법의 일반적 구조에 잘 부합된다.

양 이론은 1954년에 미국사회에 광범위하게 학산되어 있던 윤리적

태도와 일관성을 갖는다.376)

따라서 청구인 어린이들은 적절하게 해석된 연방헌법이 독립적이

고 평등한 지위라고 정의한 것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모욕이고, 그것이 모욕임은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하

는바, 인종적으로 분리된 공립학교는 수정 제14조가 인종평등의 이

름으로 규정한 권리에 관한 어떤 가능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흑인

학생을 동등자로 처우한 것이 아니므로 공적인 흑백분리는 헌법에

위반된다.377)

(4) 권리와 구제수단378)

그렇다면 인종분리학교를 즉각적으로 불법화하는 데 찬성표를

던져서, 지금 인종분리하고 있는 모든 학군이 단번에 인종통합을 실

시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는 더 점진적인 변화에 찬성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연이 허용되도록 하고 그 허용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가?379)

헌법재판이 존재하는 의미는 명목상으로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확보해주는 것이어야 하며, 그 권리를 갖

375) Ibid. p.388

376) Ibid. p.389

377) Ibid. 

378) ibid. pp.389-393 

379) Ibid. p.3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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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어떤 절차적 결정이 인종통합교육을 원하는 흑인학

생을 가장 잘 보호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하룻밤 사에의 통

합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결

정이 결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결정은 결과들 사이의 구별도 해

야 한다. 그래서 그는 위협이 되는 반발의 문제와는 다른, 통합의

기술적 기계적인 문제들을 적절히 다루어야 한다.

연방헌법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에 부합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전

반적인 집행의 이론을 개발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헌법

문언이 실체상 요구하는 것을 절차를 통하여 모순되지 않게 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론 내지는 이와 유사한 이론

에 도달할 것이다. 즉 법원의 명령 방식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헌법상의 실체적 권리를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

으로 집행할 것을 추구해야 하며, 다른 식으로 그러한 권리를 뒤집

으려는 사람들의 이익을 존중하거나 수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브라운 결정에서 연방대법원은 통합이 ‘매우 신중한 속도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는데, 이 말은 통합에 대한 장애와 지연의

헌장이 되었음이 판명되었다. 아무튼 브라운 결정 이후의 많은 소송

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브라운 결정에서 표명된 사회개

혁은 전국가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었으며, 브라운 사건과는 다른 상

황이나 다른 영역에서 수십 개의 결정을 필요로 하였다. 사실 가장

어려운 법문제는 법에 의한 인종분리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부 제주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인종분리가 명시적인 인종 분리에

의하여 달성된 것이 아니라 가령 학군 획정의 결정과 같은 보다 교

묘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북부 제주에서 나타났다. 연방

법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주가 이와 같은 더 교묘한 분리의 과거

사를 바로잡지 않는 것이 브라운 결정에서 선언된 원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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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를 판단해야 하였고, 어느 경우가 그것인지, 구제의 수단으로

서 법원이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고 또 내릴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였다.

얼마 동안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교육감이나 지방공무원의 통상적

인 권한에 깊숙이 관여하는 명령을 발하고 이를 감독하였다. 미국의

역사상 판사의 결정이 이만큼 판산의 통상적인 업무와 이처럼 달랐

던 때는 없었으며, 이만큼 대중이나 언론의 적대감을 샀던 때도 없

었다.

그러나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 하에서는 사법의 이와 같은 행

정부 기능에 대한 영역침범은 판사 직에 대한 전통적 관념과 완전

히 다르고 매우 특별한, 특단의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다.

판사는 그 권리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정

도까지 헌법상의 권리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는 명제는 최소한 수긍

할 수 있다.

2. 바키 판결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1960년대의 인종전쟁은 미국의 업계와 교육계의 양심과 분별력도

각성시켰다. 그리하여 그 반응의 하나로 총칭하여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또는 역차별이라고 불리는 조치들이 나타났다. 이 계획을 매우

개략적으로 기술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목표

로 하는 것은 흑인과 그 밖의 소수인종이 고용 승진 대학 및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어똔 형태의 특혜를 줌으로써 노동 상업 그

리고 전문직에 서 흑인 및 기타 소수인종의 자리와 수를 늘려 나가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80)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의과대학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이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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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사용하였다. 소수인종 신입생의 모집정원을 별도로 정해놓고

그들 사이에서만 경쟁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백인 학생보다 점수

및 다른 전통적인 자격이 훨씬 미달하는 흑인 학생이 합격하였다.

앨런 바키(Bakke)는 불합격한 백인 학생 중 하나였는데, 그가 제기

한 소에서 그는 흑인이었더라면 합격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

었다. 자신은 입학에 있어서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

한 쿼터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의견은 파월(Powell) 대법관을 제외하고 연방 정부

의 자금을 받는 대학의 입학사정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 합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4:4로 의견이 나뉘었고, 파월 대법관

이 위 쟁점과 관련하여 흑인 학생에게 이익을 주는 쿼터시스템은

일반 학생에 대한 차별이익 때문에 위헌이지만 다만 인종을 학생

선발의 기준이 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삼을 수는 있다는 의

견을 제시함에 따라 결국은 인종에 기초한 쿼터시스템은 위헌이라

고 선고되었다.

(2) 헌법적 근거

드워킨에 따르면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인종 평등에 관한 금지된

원천 이론에 따라 헌법 실무가 이루어진다면 일정한 인종적 구별에

대하여는 차별의 의심이 있다고 보게 될 것이지만, 차별의 의심을

받는 목록 속에 역사상 편견에 희생당해 왔던 사람들을 돕기 위하

여 구상된 것이 분명한 구별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이 이론을 취할 경우 아마 인종 쿼터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다른 집

단에 대한 은밀한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부

담을 지게 될 수 있을 것인데, UC데이비스는 쿼터제가 편견의 반영

380) LE,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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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금지된 원천

을 고려하는 쿼터제는 바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381)

금지된 카테고리 이론의 전면적 및 실천적 구체화는 인간의 집

단을 구별함으로서 어느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이익을 얻게 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속성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인종은 이러

한 목록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UC 데이비스는

바키와 같은 백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종적 분류를 사용한 것이므

로, 금지된 카테고리 이론에 의하면, 쿼터제는 바키의 권리를 침해

한 것이 된다.382)

  금지된 카테고리 이론은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에서의 참된

해석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의적이다. 이 이론이 금지한 일정한 속성

이 왜 특별한 것인가는 원리적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때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는 속성에 의하여 다르게 대우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원

리는 명백히 미국의 법과 정치에서 전적으로 부인되어 왔다. 법률은

거의 일관되게 지역, 건강, 능력의 자연적 차이에 따라 구별을 해왔

던 것이다. 특히 대학과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의 기회는 항상 그리

고 헌법적으로 문제제기된 적 없이 그 원리에 명백히 반하는 방식

으로 부여되어 왔다. 지원자는 자연적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

로 생각되는 사정기준을 근거로 선발되었으며, 많은 학교에서 그들

은 교실에서의 지역안배를 위하여 심지어는 학교의 운동경기의 승

리를 위해 선발되기도 한다. 인종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한다면, 지능, 출신지역적 배경,

신체적 능력도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차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흑인을 불리하게 하는 인종차별이 정의롭지 않은 것은 사

381) Ibid. p. 394

38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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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자신의 인종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차별

이 편견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점

은 금지된 카테고리 이론이 아니라, 금지된 원천이론에 의하여 설명

될 수 있다.383)

이제 바키의 대리인이, 기초자가 무엇을 의도했든 또는 무엇을 의

도하지 않았든 상관 없이, 인종구분에 입각한 입학이나 고용계획은

인종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차별, 증오, 폭력을 조장할 것이기 때

문에 현명한 헌법적 운영은 인종 및 기타 몇 가지 범주에 관해서만

은 금지된 카테고리 이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이것

은 바로 복잡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정책의 계산 같은 것이기 때문

에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정책의 판단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선출직 공직자에게 맡기거나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여 임명되고 그

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부의 판단에 맡기려고 할 것이다. 만약

연방의회가 모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금지하는 연방 정책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연방의회에게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고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부분적으로 달성할 것이다.384)

(3) 소결

그리하여 평등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서 실무와 부

합할 수 없고 특수한 형태에 있어서는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

기에는 너무나 자의적인 금지된 카테고리이론은 거부되고, 금지된

원친 이론을 평등에 관한 가능한 최선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역사

적으로 편견의 표적이 되었던 집단에 불리하게 사용한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목록, 그리고 사회의 형태가 변해

감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분류가 어떤 것인가를 선별

383) Ibid. p.395

384) Ibid.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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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목록을 만듦으로써 이 이론을 헌법적 목적에 맞게 실천적으

로 구체화 나갈 수 있을 것이다.385)

3 낙태관련 결정

드워킨은 1993년에 『생명의 지배영역(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

m)』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탐구를 정치한 논증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3.낙태관련결정’

항목의 이하 부분의 내용은 위 『생명의 지배영역』에서 서술된 내

용을 기초로 작성한다.386)

(1) 로 판결의 개요

텍사스 주에 살고 있던 제인 로(Jane Roe387))는 1969년 임신한 사

실을 앍 되어 달라스(Dallas)에서 낙태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텍사스

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었던 강간 등의 사유를 입증하

지 못하여 낙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텍사스 주 법원에 제소한다. 제

1심에서 패소한 로는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였다.388) 연방

대법원은 임신 3개월까지는 의사와의협의 하에 여성이 자유롭게 낙

태할 수 있으며,4-6개월 사이에는 공인된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하

고, 7개월 이후부터는 낙태가 금지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화이

트(White) 대법관과 렌튀스트(Rehnquist)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

385) Ibid.

386) , 박경신 김지미 옮김, 생명의 지배영역 :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 로

도스, 2014, 176-265면 참조

387) 여성 청구인의 이름을 익명화한 이름

388) 로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낙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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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을 선고 후 20 여년 동안 줄곧

받아야 했다.

로 판결의 가장 혹독한 비판자들은 대법원이 그 판결로써 살인을

합법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태아는 수정 시점부터 사람이며 태

아는 살 권리가 있고, 여성이 낙태를 해야만 하는 어떠한 이유도 이

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한편 보다 세련된 비판자들은 법

원의 결정이 중대한 철학적 이슈들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

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비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낙태가 허용될지 그리고 언제 허용될지를 정

할 권한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

1)판결의 내용

제14 수정조항의 ‘적법절차’조항은 주정부가 자유를 제약할 때는

이성적으로(rational)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 헌법적 요청은 시민

들에게 어떤 법익을 보장하게 되는데, 이 법익을 로 판결의 소수의

견에서 렌퀴스트 대법관은 “자유에 대한 이익(liberty interest)" 이

라고 명명하였다. 그런데, 헌법이 사람들의 자유를 그렇게 약한 방

식으로 보호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헌법은 몇 가지 중요한 자유를 선정

하고 이들을 구체적인 헌법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주정부가 이를 제

약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요구하였는데 대

법원은 그 이유를 “강력한(compelling)"이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

엇이 충분히 강한 또는 강력한 이유로 인정되는지는 제한되는 권리

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주정부가 개인의 말과 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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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내용에 대한 제약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그런 종류의표현의 자유는 미국헌법의 제1수정

조항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 판결의 블랙문(Blackmun) 대법관의 판결은 임산부는 출산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명시적인 헌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

였고 이 일반적인 권리에는 산모와 의사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권리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블랙문 대법관은 주정부가 낙태를 범죄

로 정의함으로써 이 권리를 압도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이 임신의

제1삼분기와 제2삼분기 동안에는 충분히 중대하지 않다고 하였고

주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낙태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렌퀴스

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여성에게 자신의 생식활동을 통제할 특

별한 헌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단지 “자유에 대한

이익(liberty interest)"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이익은 훨씬 느슨

한 심사기준인 이성성(합리성) 심사에 의해 보호될 뿐이다. 렌퀴스

트는 이 법익도 중요하기는 하여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

요한 낙태까지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 되지만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주정부가 성취하려는 다른 목표들은 합법적이며 주정

부가 이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2) 미국의 헌법 실무에의 부합성

대법원은 가능한 한 자신의 과거의 결정들에서 확립되고 존중되

는 보편적인 헌법적 전통과 일관되게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 블

랙문 대법관이 그의 의견에서 썼듯이 대법원의 과거 몇 개의 판결

들은 사람은 생식활동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65년의 그리스월드 판결(Griswold v. Connecticut)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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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법원은 주정부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피임제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추후 판결에서 이 판시를 미혼자들에게 확대

하여 적용하였다. 그리스월드 판결은 미국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보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이 거부된 중요한 이유 중

의 하나는 그가 그리스월드 판결이 잘못 결정되어 번복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이었던 사람390)도 로 판결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 그리스월드 판결은 옳은 판결이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므로 블랙문 대법관이 그리스월드 판결을 자신이 존중할 의

무가 있는 선판례로 다루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판결

을 옳은 법으로 받아들이면 이로부터 여성은 프라이버시라는 헌법

적 권리를 가지고 되고 이는 원칙적으로 아이를 잉태할지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할지에 대한 결정도 포함하는 것임이

연역된다. 그리스월드 판결과, 다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결정들은, 결

혼과 출산에 관한 결정들이 너무나 은밀하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사

회가 공동체적인 결정을 이들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당

사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정당

화될 수 있다.

3) 선판례와의 차이- 피임과 낙태

하나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낙태와 하나의 생명이 생기는 것을 막

는 피임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점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면 주정부는 피임을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낙태를

금지할 강력한 공익적 이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주정부는 “인간생명을 보호함에 있어” 두 가지 매우 서로 다른

389) 381 U.S. 479 (1965)

390) 프라이드(Charles Fr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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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인간생명을 보호할 파생적 이

익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태아가 수

정 시점에서부터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생명권도

포함되어 있고 정부는 자신의 관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듯이 태아의 권리와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정부는 인간생명을 보호할 독립적인 이익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인간생명을 한 개인에 대한 가치가 아닌 생명이라는 것 자

체의 내재적 가치를 이유로, 신성한 무엇으로 보호할 의무 말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간생명을 보호할 파생적 의무와 독립적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이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충족시킬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의무는 서로 충

돌한다. 자살이나 생명 유지 장치의 작동중단은 생명이 종식되는 자

의 최선의 이익에 합당할지 모르나 모든 의도적 살해는 인간생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소름끼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에게는 인간생명을 보호할 파생적 이유만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독립적 이유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초래된다. 만약 후자라면 정부는 죽

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종식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많은 법률가들은 미국에서의 낙

태에 대한 거대한 헌법적 논쟁은 전적으로 주정부의 파생적 이익에

대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로 판결의 중심문제는 미국헌법이 주

의회에게 태아가 수정시점부터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근거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가의 문제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태아는 헌법상 인간인가? 로 판결에서 블랙문 대법관은 과거의

미국법은 한번도 태아를 헌법상 인간으로 다룬 적이 없음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헌법의 해석에 있어 태아를 헌법적

인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강력한 이유는 되겠지만 도덕적 질문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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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착하고 있는 사람은 이 역사는 일관되고 중대한 도덕적 오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블랙문은 태아는 헌법적 인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거의 모든

책임감 있는 법률가들은 -로 대Wade의 정치적 학술적 비판자들도

포함하여 - 블랙문의 이와 같은 결정이 올바르다고 믿는다. 태아가

수정시점부터 사람이라면 주정부는 영아를 살해하거나 치명적인 상

황에서 유기하는 행위는 금지하면서 낙태는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낙태문제를 주정

부들이 자신들의 정치상황에 맞게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자고 주장하

는 사람들은 사실 태아가 헌법적으로 인간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4) 선판례와의 부합성

모든 헌법해석은 두 가지의 커다란 서로 연관된 차원에서 검증되

어야 한다. 첫째 부합(fit)의 차원이다. 어떤 헌법해석론이 제시하는

법 원칙이 실제 법률실무와 전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해석

론은 거부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정의의 차원이다. 하나의 헌법조

항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무엇인가에 대해 두 개의 다른 견해가 모

두 부합의 검증을 거쳤다면 그 다음에는 각 견해로부터 도출되는

법 원칙들 중에서 사람들의 도덕적 권리와 의무를 가장 잘 반영하

는 견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로 판결에서 블랙문 및 다른 모든

대법관은 태아가 헌법상 인간이라는 주장을 아주 용이하게 배척하

였는데 그 주장은 미국의 역사와 현실에 극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이

다.

5) 헌법의 해석과 프라이버시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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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헌법적 논의를 보편적으로 이해하여 정부가 태아를 사람

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블랙문의 결정은 명백

하게 옳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헌법적 논의의 시작일 뿐이

다. 두 개의 큰 질문이 남아있다. 첫째 여성에게는 생식활동에서 자

신의 역할을 통제할 헌법적 권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프라이버시권을 확립시킨 그리스월드 판결 및 다른 대법원 판결들

이 바람직하다면 위 가정도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권’은 자유주의적인 사법적 발명품일 뿐이며 헌법의 창시자들은 그

와 같은 권리를 설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들에게 낙태를 금지할 강력한 독

립적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주정부가 인간 생명의 신성성 및 불

가침성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할 수는 없을까?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서 본다. 남펜실베니아 가족계획 대 케이시

판결(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

y)391) 에서 스칼리아(Scalia) 대법관은 “(1) 헌법이 그 권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2) 미국의 오랜 전통이 그 권리가 법적으

로 제한되도록 허용해왔다는 두 개의 단순한 사실 때문에” 그런 권

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검토해왔던 수정주의적

도구 두 가지 모두에 호소한다.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스칼리아의 단호한 주

장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제14수정조항은 주정부들이 법적 절차

없이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케이

시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주장하였듯,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한 것

이다. 헌법은 주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므

로 스칼리아의 논리는 전적으로, 제14 수정조항 채택 이전에 대다수

391) 505 U.S. 83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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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였으므로 적법절차조항이 주정부의 그럴 권

한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달려있게 된다. 그

러나 스칼리아는 제14수정조항이 채택된 시점에는 인종별 분리교육

이 널리 이루어졌고 그 조항을 제정한 대부분의 정치가들도 분리교

육을 승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브라운 판결을 받아

들이고 있다. 그는 역사상 실종한 두 개의 제도들을 어떻게 구별하

는가? 그는 인종적 구분은 평등보호조항이라는 명문에 어긋나기 때

문에 낙태금지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조항이 채택될 때

인종별로 별도의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학교를 인종적으로 분리하는

일이 널리 존재하였지만, 이 조항의 명문은 그런 제도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않는다. 스칼리아의 의견에 있는 어떤 것도 왜 제14수정조

항 채택 당시에 번성했던 인종차별제도가 그 수정조항의 의미를 한

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조항에 의해 배척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

며 왜 그가 낙태금지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 질문도 해석의 문제이다. 권리장전의 추상적 조항들의

최선의 해석 하에 정부는 특정인들을 보호할 파생적 권한뿐만 아니

라 내재적 가치를 보호할 독립적 권한을 가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그와 같은 독립적 권한을 전혀 가져서는

안 되며 정부는 특정인들이나 특정 생명체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할

권한만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재적 가치의 보호는 개인의 양심에 맡

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이 정부에게 부여하는 권한

에 대한 이와 같은 좁은 해석은 정합성의 요구에 의해 배척된다. 미

국 정치제도는 그 반대를 너무나 많이 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술이나 문화를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다룰 수 있

고 정부가 환경 멸종위기의 동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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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정부가 더욱 열정적인 믿음에 따라 행동할 권한을 왜 가질 수

없는가? 낙태는 모든 인간생명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믿음 말이다.

로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주정부가 인간생명을 보

호할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이 주장의 의미는 모든 정치공

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결정에서 인간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인간생명의 신성성과 불가침성을 보

호할 타당한 공익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모

호하다. 그 주장은 아직도 두 가지 서로 다른 목표를 지칭할 수 있

는데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는 책임의식 증진이라는 목표이다. 주정부는 주민들이 낙태에

대한 결정을 도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

로 내세울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순응의 목표이다. 주정부는 자기

국민들 중 다수가 생명의 신성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보호한다고

여겨지는 규칙과 제도를 따르도록 그리고 다수가 낙태가 적절하거

나 허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목표이다. 책임의식 증진의 목표와 순응의 목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충한다.

대법원이 톤버그 대 미국산부인과협회 판결(Thornburgh v.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392)에서 위헌

처분된 규제들과 유사한 규제들을 합헌이라고 선언한 케이시 사건

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을 때 대부분

의 평론가들은 대법원의 케이시 판결이 로 판결을 번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가 로 판결을 태아의 인격성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

392) 476 U.S. 747 (1986). 사건에서 대법원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숙려기간을 부

과하거나 의사들에게 태아발육과 낙태 외의 대안에 대한 정보를 산모에게 제공하도록 강

요한 여러 법률들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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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재적 가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로 판결에서 해소되지

않은 논점들이 케이시 판결에서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생명의 신성성의 내용과 이유에 대한 특

별한 입장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과 주정부들이 주민들이 낙

태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장려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서로 완벽한 일관성이 있다.

주정부가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낙태의 반대논거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

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신초기에도 주정부는 임신을 유지할 논

거가 될 비중 있는 철학적 사회적 주장들을 산모가 인지하도록 장

려하는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주정부가 실제

로는 강제적인 규칙을 책임의식을 장려하는 규칙으로 포장하는 것

을 허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케이시 판결의 다수는 기혼여성이 낙태하기 전에 남편에게 통지

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물리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위협

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다수의견은 펜실베니아 주가 의사가 환자에게 정해

진 정보를 제공한 후 낙태시술 전 24시간의 의무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것은 부당한 부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후자의 규제

를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 낙태를 어렵게 만든

다 할지라도 책임의식 증진의 목표에 봉사하는 규제와 낙태를 금지

하여 강제의 목표에만 봉사하는 규제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3) 소결

인테그리티로서의 법은 권위 있는 일련의 판결들을 정당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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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수불가결한 원칙들은 다른 맥락에서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생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주 정부가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피임에만 적용하고 강력한 유권자

집단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낙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타

협일 것이다. 인테그리티로서의 법의 요점은 바로 이런 종류의 정치

적 타협을 배척하는 것이다. 결국 인테그리티로서의 법은 생식에 있

어 자기결정권이라는 원칙의 보편적인 승인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아이를 잉태할지 여부뿐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할지 여부도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보편적인 승인을 요구한다.

제2절 한국의 사례

1.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결정(2004헌마554등)393)

(1) 사건의 개요 및 문제의 소재

2002. 9. 당시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

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

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해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후, 신행

정수도 건설에 관한 정책입안, 후보지역 조사 등의 업무가 수행되었

다. 국회는 2003. 12. 정부 제안을 토대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

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한 후 3개월이 지

난 후 시행되었다. 위 법은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

역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

393) 2004 554등(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헌재 2004. 10. 21. 2004

헌마554․등, 판례집 1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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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 혹은

그 밖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

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

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각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2004헌마554) 및 같은 달 15.(2004헌마566)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각 청구하였고, 이에 대

하여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 21. 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김영일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전효숙 재판관의

각하 반대의견이 있다.)

이 결정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정치의 사법화 등의 논쟁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특히 이 결정이 제시한 ‘관습

헌법’ 이유 구성은 결정에 대한 비판을 더 격렬하게 만드는 데 적지

않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394) 헌법이론적, 문헌학적,

사료비판적, 법철학적 범위에 걸쳐서 수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

다. 이 논문에서는 이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라기 보다는 드워

킨의 법철학과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만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 결정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행적 사실로부

터 관습헌법으로 격상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실과 규범의 구별

문제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인테그리티로서의 헌법의 관념에서

보면, 성문헌법국가에서의 관습헌법의 인정이 법실무 전체에 부합하

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특별한 심판

형태로서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종전의 재판실무와 부

합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394)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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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워킨의 법이론 적용

1) 헌법재판소의 위헌 이유

위 결정에서 제시된 위헌의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

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심판대상 법률은 국가

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

지는 것이며, 이에 따른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

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엄격한 요건

들이 충족되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

야 한다.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셋째,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관습헌법이 성립

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다으과 같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의 존재, 충분한 기간 동안의 반복 내지 계속, 반대되는 관행의

부존재, 명확한 내용,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에 의한 강제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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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

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

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

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

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수도를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국명(國名)

을 정하는 것, 우리말을 국어(國語)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 영토를 획정하고 국가주권의 소재를 밝히는 것 등이 국가의 정

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고

위에서 언급한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등의 요건을 갖

추었으므로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관습

헌법의 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은 단순한 사실

명제가 아니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의 헌법규범으로 승화된

것이며,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를 도출해 낸 것이 아니라 그 규범

력에 대한 다툼이 없이 이어져 오면서 그 규범성이 사실명제의 뒤

에 잠재되어 왔을 뿐이다.

여섯째,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적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헌법 제130조 제

1항)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3항). 우리나라와 같

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사항은 하위규범형

식인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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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절차를 따르

지 않고 관습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결국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드워킨 이론의 적용

우선, 이 결정이 사실로부터 규범을 끌어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지 살펴보면, 수도에 관한 사항이 기본적 헌법사항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규

범으로 전환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 결정에서는

마치 이러한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서울이 수도인

사실은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의 헌

법규범으로 승화된 것이며,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를 도출해 낸

것이 아니다’라고 미리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가 서울로 정

하여진 것은 비록 헌법상 명문의 조항에 의하여 밝혀져 있지는 아

니하나,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법 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고, 헌법제

정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관습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의 체계에서 자

명하고 전제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의 일부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라

고 언급하는 것 외에, 제헌 헌법 이래 우리 헌법에 전제된 가장 기

본적인 규범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증이 없다.395) 즉 가령, 이러한 규범이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그

규범성은 무엇인지, 규범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응되는 준수의무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등을 검토한다거나 하는 구체적 논증을 수행하

395) ,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한국공법학회, 2005, 73-74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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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과정을 보면,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은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는 논증이 가능할 듯하다396).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헌법사항으로서의 규범적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는 논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결정의 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처럼,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면, 성문헌법의 개정과정에서 성문헌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런 대응이었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 이후 9차례의

개정이 있는 동안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을 헌법전에 포함시킬 것을

논의한 적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규범성에 대한 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로부터 규

범을 이끌어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드워킨이 법실증

주의를 비판할 때 지적한 기본적 오류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성문헌법체제에서 불문의 관습헌법의 존

재를 확정하고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법실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인테그리티로서의 헌법을 생각해보면 앞에서 헌법해석이론은 개별

헌법조항의 텍스트는 물론 헌법 전체의 구조와 헌법 운용의 역사

등에 충실함으로써 이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고 미래의 재판과정

에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성문헌법국가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관습헌법 자체도 우리 헌법 전체의 구조와 역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문헌법법규로 귀속시킬 수 없거나 귀속시

키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여 관습헌법을 논증하는 것은 이미

헌법해석도 헌법의 구체화도 아닌 헌법의 창조라고 할 수밖에 없

396) ,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

한 비판”,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1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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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7)

대한민국은 성문헌법국가이다. 성문헌법은 입헌주의의 본질적 요

소로서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권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국민의 권

리와 법에 의한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서, 그것 자

체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문헌

법 체제 하에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불문헌법을 인정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위 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관습헌법으로

성립하는 것과 관습법으로 성립하는 것에는 대상 관행이 헌법사항

인가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또한 위 결정에서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관습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성문헌법의 개정절차와 동일

한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정과정이 이와 같이 다

른 관습헌법이 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하여도 구

체적인 논증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위 결정에서는 헌법의 개정에

관하여는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보면서도 헌법

의 폐지에 대해서는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을 달리 보고 있는데, 이

점만으로도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이 반증되

어서 결정 이유 자체에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사건으로 본안의 판

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자체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출 것, 즉 제

반 적법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이 사건 이전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서 적법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들여 심사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들이 전혀 맞지 않

는다. 무엇보다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투표권을 보

면398), 국민투표가 장차 언제 있을지 확실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397)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566(병합) 결정-”, 민주법학 제27호 2005, 4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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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침해가 현재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무엇보다

수도이전을 위한 법률조항이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규범구조를

도저히 가질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라면, 만일 어떤 위헌

적인 법률이 있으면 이러한 법률은 모두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게 되

는 희안한 귀결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위헌적인 법률은 헌법에서 인

정되지 않는데, 헌법을 개정하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위헌적인 법

률은 헌법 개정의 국면을 갖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국민투표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399)

(3) 소결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 이 결정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행적 사

실로부터 관습헌법으로 격상되었다 판단한 것에 대하여는 논증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논증이 가능한 사정이 발견되

므로, 사실로부터 규범을 도출하는 문제점이 보이고, 성문헌법국가

에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여야 할 근거

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문헌법체계라는 법실무 전체에 부

합하는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특별한 심판

형태로서의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적법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종

전의 재판실무와도 부합하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가산점 결정(98헌마363)

(1) 사건의 개요 및 문제의 소재

398) , 앞의 논문, 155면 참조

399) 한상희, “헌법 없는 헌법재판-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 대한변협 주최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토론회(2004. 11. 24)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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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대로 98헌마363결정400)(이하, ‘제대군인가산점 결정이

라 함)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

제도가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1999. 12. 23) 사건이다.

제대군인가산점 결정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적인 찬반 논쟁이 계속되는 결정 중의 하나이고, 가산점이 무효

화된 이후에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채용시험에서의 새로

운 가산방식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여전히 이 결정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논의

가 활발한 가운데,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처음으로

보다 상세히 구체화하고 차별 취급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할 경우와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경우를 나누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미를 두고 있는 점은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동 결정이 제대군인가산점제를 여성에 대한 차별로, 즉 제

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자 사이의 차별을 남성 대 여성의 차별

로 본 것이 잘못이라는 견해401), 헌법 제39조 제2항은 가산점 제도

의 헌법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402), 군복무로 인하여 제대군

인이 입는 채용상의 불이익은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여성이 채용 시

에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견해 등이

있다403).

400) 98 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401) 정주백, 앞의 논문

402) 정연주,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문제, 공법학 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

학회, 2012; 이준일,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

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12권, 안암법학회, 2001

403) 김문현, 군필자 가산점제의 위헌 여부, 고시연구 2000. 5월호(통권 제314호), 고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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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라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중 ‘성별’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

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의견이 나

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이 ‘성별’을 기초로

한 차별인지 여부를 확정하고, 우리 헌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에 대한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이론을 적용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

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2)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이론 적용

1) 위 결정의 이유

이 결정에서는 우선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바의, 취업보호

실시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법령이 정하고 있는 피용

자 규모를 충족하는 공·사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제대군인이 응시

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하

도록 하는 것을 ‘가산점제도’로 정하고, 이 가산점 제도의 주된 목적

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

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가산점 제도의 근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은 법적인 불이익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

, 2000; 박경신,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제대군인가산점 

위헌결정 평석-, 헌법실무연구 제2권, 헌법실무연구회 편, 2001, 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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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야 하고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취업 등에서 겪는 제대군인들

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적 근거

를 갖춘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근거에 의하여 입법된 것으로 보았

다.

또한 차별의 대상으로는 먼저 무엇보다도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

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다음으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

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질병

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 즉 병역 면제자를 차

별하며,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를 차별하는 제도라

고 보아 제대군인에 비하여 세 그룹의 제대군인이 아닌 자를 차별

하는 제도로 나누어보았다.

이러한 차별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

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심

사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

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공무담임권 또

는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

를 적용하여야 하는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

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

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희생은 너무 지나치므

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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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여부

군복무와 관련하여 채용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한 법령상의 제도들

을 보면, 이러한 가산점 제도는 1961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1961년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은

의무 할당방식을 택하였는데, 상이군인과 그 가족에게 5%의 할당고

용을 의무화했다404). 1969년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취업시험

특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405), 1984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406) 여기에 가산점제도를 포함시키면서 제대군

인에 준용하는 규정407)을 두었다. 1998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

404) (법률 제649호, 1961.7.5.,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본법은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제대되거나 또는 전공상으로 인하여 명예제대

된 자와 전사자(공무집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의 유족을 우선고용하도록 함을 목적

으로한다.

제4조 (고용의무) 제3조의 대상업체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중 다음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고보조를 받는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체와 단체는 전고용인원의 

5%에 해당하는 인원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인원

3. 2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및 단체는 전고용인원의 5% 해당하는 인원

제5조 (제대군인고용) 제3조에 규정된 대상업체는 전조의 의무고용원삭를 합하여 총고용인

원의 20%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을 고용한다.

405)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9.9.29., 법률 제2145호로개정된 것) 

제4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 ①제3조의 대상업체가 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각 과목별 시험(면접시험 또는 실기시

험을 포함한다) 득점에 시험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한다.   

40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여 제정함 

40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8.2. 법률 제3742호로 제정하고, 1985.1.1.시행된 

것)

제34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제29조제1항제1호의 국가유공자와 제2호의 유족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

트를, 나머지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

율을 가산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제70조 (채용시험의 가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

고 전역된 제대군인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득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시험만점의 5퍼센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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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에서 제대군인에 관한 내용을 다시 분리하여 제대군인지원

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고 당시까지 권고사항이었던 1일 고

용 종업원수 20인 이상의 민간기업체에의 적용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연혁에 의하면 군복무와 관련한 취업보호는 처음에 보호

방법으로 고용할당만을 두었던 것을 우선 고용과 채용시험 시 가산

점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보호대상에 있어서는 전상자 또는 사

망자 및 장기복무 군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단기복무 제대군인

으로까지 확대해온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위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의 채용과 관련한 법령을 보면408),

일반적으로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말 것을 정한 남녀고용

평등법은 1987년에 비로소 제정되었고409),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남녀구분모집제도가 시행되고 있

었으며, 이러한 구분모집제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1989년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1991년에 성별분리모집을 폐지할 때까지 지

속되었다. 또한 이와 같이 공무원에 성별모집제도가 폐지되기 전까

지 9급 신규채용시험은 남녀 성비를 약 9:1로 할당 모집하고, 여성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 예정일로부터 6월이

내에 있는 자는 이를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제대군인으로 본다.

408) 공무원임용시험령 (1989. 6. 16. 대통령령 제 1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 성별·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

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

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1991.6.27.,대통령령 제13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 성별·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

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 생략)

409) 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되고, 1988. 4. 1. 시행됨.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정이유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모집·채

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에게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

별대우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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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이 미미한 7급 및 5급 신규채용시험은 성별할당모집을 실시

하지 않는 등 채용에서부터 차별적 정책을 실시하였다.410)

즉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을 때 채용 대상에 여성

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며, 1991년 이후 공무원 임용에서 남녀구분

모집의 폐지로 여성이 지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여성의 지원은 처

음부터 배제되거나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전제로 된 채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군가산

점제도를 처음 시행했을 때, 제대군인집단과의 형평을 고려할 대상

집단으로 여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411)

이와 같이 공무원의 여성 채용이 법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던 상

태에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입안․실시되었고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여성의 응시제약이 완화된 후에도 종전과 같은 제대군인가산

점제도가 유지되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여성 지원자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이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응시자가 가

산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군인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견

해가 있다.412) 그러나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남녀분리모집 및 현저하게 미미한 여성모집비율이라는 법적 여건을

전제로 입안 시행되었다고 본다면413), 여성이 법적으로 남성과 분리

410) , “양성평등인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3권 제1호, 한국인사

행정학회, 2004, 95면 참조

411) 이상목,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군필자 가산점제도: 쟁점과 정책제언”, 제도와 경제 

제5권 제2호, 한국 제도․경제학회, 2011, 197면 참조

412) 정주백, 앞의 논문 

413) 1989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남성우대할당모집이 폐지된 결과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정자치부 9급 행정직 공개 채용시험의 경우 男女를

할당하여 실시한 1988년 이전에는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약10-15%에 지나지 않았으나 

남녀할당제를 폐지한 1989년에는 42%, 2003년에는 48.2%를 차지하고 있다.(엄영옥, 앞

의 논문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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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취급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들 사이에서 여성

에 대한 차별조차 눈에 띄지 않던 상태에서, 여성의 응시지원에 대

한 법적 장벽이 제거되고 여성이 응시자의 대열 안으로 들어오자

비로소 그 차별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들 간의 조화

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분리해서 채용시험을 치르고 여성에게 할당된 임용

비율은 정원의 10% 정도에 불과한 법적 상태라면 채용시험에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할 때 가산점제도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

같은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이라는 집단은 처음부터

배제된 채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남녀의 분할

모집이 페지된 결과 채용시험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가 가산점을 받

지 못한 것을 단지 제대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

다. 그렇지 않고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가 여성인 경우라

하더라도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

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문제된 것이라고 하면, 왜 1990년 이전에

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곤란하게 될 것이다.

제대군인이 아닌 자 가운데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의 효과가 이

렇게 중대하게 된 것은, 미미한 점수 차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가운데 제대군인에 해당되지 않는 여성 응시자가 우연히 많아서가

아니라, 여성을 남성과 분리해서 매우 미미한 비율로 채용할 수 있

도록 한 법적 상태 하에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설계될 때 여성

은 그 영향을 받을 대상으로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고, 여성은 제

대군인가산점제도로부터 처음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조화로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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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이론 적용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

는 경우’에는 차별취급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헌법 제32조 제4항이 근로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에 대하여 평등

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이 “누구든지 ... 성별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같은 조항 제1문의 “모

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규정의 예시를 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고414), 전문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차별의 기준으로 삼아

서는 안 되는 특징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415)도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을 단지 전문의 내용을 예시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이 특정한 사항만(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굳이 예시한 이유나 의미는 없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어떤

조항이 ‘예시적’이라 할 때는 예시적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

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명시적으로 거론된 것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위 제2문이 “예시적”이라고 해서 전

문의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정도로만 동등한 헌법적 효력이 있다고

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 제2문을 전문에 대한 특

별규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특정한 사항(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한 차별취급이라 하여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

414) , 헌법학개론, 법문사, 2004, 438면; 성낙인, 헌법학, 2004, 299면 참조;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327면 

415) 한수웅, “엄격한 기준에 의한 평등원칙 위반여부의 심사-헌법재판소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헌재 1999. 12. 23. 98헌마363)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법학연구 제6집, 홍익

법학연구회,   , 169면; 같은 이, 헌법학, 법문사, 2011, 562-5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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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무조건 엄격심사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위

제2문을 전문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경우에도 가령, 성별에 의

한 차별의 의미를 밝히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뜻하는데, 성별이란 징표와 차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야 한다는 것, 즉 성별에 의한 차별이란 여자 또는 남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것을416)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417).

따라서 우리 헌법이 제11조 제1항 제2문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문항 사이의

위치관계까지 포함하여 헌법 조항의 해석을 하여야 하며, 여기서 드

워킨의 구성적 해석을 시도해본다.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방법은 우선 해석자가 해석대상에 대하여

광범하게 동의된 전제로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

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해석이 그 텍스트를 가장 최선의 것으로, 즉

이전의 전반적인 법실무에 잘 부합하고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

차의 요청이 서로 간에 충돌없이 실현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

416) , 앞의 논문, 169면 참조

417) 다음에 볼 병역법 결정 이전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판시는 다음과 같다. 국가

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

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의 해당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과 같은 헌법이 특히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

는 것으로 들고 있는 기준들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기준

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헌재 2006. 6. 29. 2006헌마87, 판례집 18-1하, 510  

523-524 참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 대하여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김문현,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

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49면 참조). 처의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지급정지 사유를 두고 있을 뿐 60세 이

전이라도 그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처(妻) 사망 시 부(夫)의 유

족연금 수급자격을 부(夫)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정한 국민연금법 해당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한다고 하였다(헌재 2008. 11. 27. 2006헌가1, 판례집 

20-2하, 1,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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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 사이에 광범하에 합의되고 있는 전제는 남녀의

평등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나아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금

지가 어떠한 내용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으로

3가지 안을 세워본다.

첫째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성별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든

사실적 차별이나 간접적 차별을 평등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게 되므

로 정의의 요청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로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에 대하여 금지되는 차별의 근거

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별에 의한 다른 취급이

기만 하면 평등에 위반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 하에서는 성

별을 근거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령

‘여성채용목표제’와 같은 조치도 모두 평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맞지 않아서 우리

법실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 여성에 대한 편견

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여

성을 남성에 비하여 열등한 존재로 보거나, 성별에 따라 역할이 고

정되어 있다는 편견에 기초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구체적

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의 내용이 무엇

인가를 밝혀보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특히 ‘성별’을 특정하게 된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 등을 검토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목적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고유한 정치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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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반영하여 평등원칙을 헌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형성하였다.

미국의 경우에ㅡ는 이민국가 다인종 다민족국가라는 고유한 상황에

서 인종이나 국적에 의한 차별, 독일의 경우 나치정권에 의한 인종,

민족, 혈통, 언어, 신앙 등에 따른 차별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평등권의 구체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 헌법

은 평등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다른 민족적 체험에 기초하고 있

다.418) 우리나라는 인종이나 혈통, 신앙 등에 의한 차별을 뚜렷하게

경험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차별의 가장 핵심적 사유는 성별에 의

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을 경험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

에 ‘법 앞의 평등’과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1948년 제헌 헌법 제8조에 규정된 이후 조항의 위치만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존재해온 만큼 헌법제정 당시부터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는 제헌 당시부터 이미 우리

사회에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했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

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 제36조 제1항) 라는

보다 구체화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성별에 의한 여성 차별

이 가장 주요한 차별의 근거였다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병합됨으로써 자율적인 근대화과정이

좌절된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식민지에서 벗어

났으나, 잇따른 한국전쟁으로 국민의 생활은 극단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도 현대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

어왔다. 특히 과거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관행의 영향으로 가족관

418) , 앞의 논문, 1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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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법적인 차별은 20세기가 다 지나갈 때까

지도 여전히 남아있었고, 사회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

할을 출산과 육아 및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노동에 고정된 것

으로 보는 관념의 영향으로 여성의 독립적인 취업 등 사회진출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성에 대한 채용의 기회 희소, 채용 시에도 결

혼 퇴직제 등 독립적인 취업을 위한 제반 법적 사회적 여건의 미비

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제약됨에 따라 출산, 육아 및 가사노동

에 여성의 역할을 고정하려는 관념 또한 흔들리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한편,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교

육수준이 향상되며 소비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여성의 취업 욕구가

증대되고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였으나, 여성의 취업과 근

로에 있어서 법적 차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큰 장벽으로 작

용하였다.

나라 전체의 정치의 민주화와 평등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제9차

헌법 개정으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취업과 근로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금지를 명문화되고(헌법 제32조 제4

항), 이러한 헌법적 명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제

정으로 구체화되면서, 취업과 근로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제

거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은 가부장제하의 여성의

역할, 즉 출산 육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의 여성과 경제활동에 전

념하는 남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역할의 고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성별’에 따른 차별의 금지도 이와 같

은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의 관념을 기초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호주제 결정에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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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

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

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과거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

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는데(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판례집 17-1, 1,

18-19), 이러한 우리의 법실무에도 부합된다도 볼 수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대군인에 해

당하지 않는 여성지원자에 대한 차별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여성에 대한 미미한 할당비율을 갖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분리 채용제도가 시행되던 법적 여건을 기초로 위 가산점제도

가 설계되고 실시되어오다가 성별분리채용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그 차별의 양상이 드러나게 된 것이므

로, 여성을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영향 범위에서 처음부터 배제한

결과라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논증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헌법상 명시된 성별에 의한 차별의 금지의 의

미는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볼

때, 일응은,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의 관념, 즉 출산 육아 가사노동

의 전담자로서의 여성과 경제활동의 전담자로서의 남성이라는 고정

관념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의 관념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는 다른 것이므로 이는 자의금지 심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차별의 비례성 검토에서의 차별취급의 목적

이나 법익의 균형성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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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가산점결정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채용한 것과 상통한다 하겠다.

3. 헌법재판소의 병역의무 결정(2006헌마328)

(1) 사건의 개요419) 및 문제의 소재

이 결정(이하, ‘병역의무 결정’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하여

여성을 병역의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고 헌법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건이다.

앞서 본 제대군인가산점과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남성만이 병

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

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취한 심사기준이 일

관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많다420).

(2) 드워킨 이론의 적용

1) 결정의 이유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이 예시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419) 2006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

례집 22-2하, 446)

420) 대표적으로, 정주백,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관한 재론, 강원법학33, 강원대학교 비교법

학연구소, 2011, 4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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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차별가능사유로서 정당화되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

을 극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우리 헌법이 이를 차별금지

의 사유로 예시하기에 이른 것이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 예컨대 임

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취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곧바로 언제나 엄격

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남성은 전투 수행에 요구되는 신체적 능력에서 집단으로

서 여성에 비하여 우수하여 더 적합하다는 점, 여성은 그 생래적 특

성상 현재 임신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등으로 대체 불

가능한 부담으로 인하여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심판대

상조항은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종전 법실무와의 부합 여부

살펴보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을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의 순수하게 고유한 성질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2문이 남성과 여성이 관련된 모든 경우에 평등에 있어서 엄격

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전

투에 적합지 않고 임신 출산 등의 대체 불가능한 부담을 지므로 전

투에 보다 적합하고 임신 출산 등의 부담을 지지 않는 남성에게 부

담하는 병역의무를 여성에게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

에 기초한 차별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임신 출산 자체가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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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성에게 발생한다는 생물학적인 주장과, 임신 출산에 대한 부

담을 여성이 대체불가능하게 지고 남성은 그러한 부담을 지지 않는

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결정의 우리 법실무와 부합하는지 보면, 이 결정은 제대

군인가산점결정과 유사한,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별 대칭적인 사

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을 달리 채택하였기 때문에, 일견, 헌법

재판소의 이전의 실무에 잘 들어맞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부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면을 넘어 배후에

뒷받침하고 있는 원리적인 사항의 차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앞서 제대군인가산점결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4항에 의한 근로와

취업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헌법의 특별한 평등 명

령에 근거하여 엄격한 심사척도를 채용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에 대하여는 성별

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헌법의 특별한 명령으로 본다 하

더라도 성별이 차별의 계기로 작동하는 모든 형식적인 경우에 엄격

한 심사척도를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음도

보았다.

그리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의 금지는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의

관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았

으며, 제대군인가산점결정은 이러한 내용과 상통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병역법 결정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제시된 내용은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원천으로서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의 관념과 유사한 내용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그

자체로 타당한 이유가 되기 어려워 보이며, 나아가 제대군인가산점

결정에서 제시한 판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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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 결정에서 문제되는 차별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므로, 앞서 제대

군인가산점 결정에 대한 구성적 해석의 결론, 즉 가사노동, 출산 육

아 전담자로서의 여성과 경제생활 전담자로서의 남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의 관념에 기초한 차별인지 살펴보면, 이 결정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으로 인하여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본 것은 성별 역할 고정 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보이고, 그 이유 자체의 타당성도 의문이며 제대군인가산점결정에 부합하

지도 않는다.

4. 헌법재판소의 군형법상 추행죄 결정(2001헌바70, 2008헌가21)

(1) 사건의 개요421) 및 문제의 소재

2001헌바70결정은 육군 상병으로 복무하던 청구인이 소속 부대

내에서 취침하려던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의 속옷 속으로 자신의 손

을 집어넣어 10-15분 간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보

통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구 군형법 조항 중 ‘기타 추행’ 부분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2008헌가21결정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부대의 부소대장이 부

소초장실에서 약 30여일에 걸쳐 매일 20분 내지 30분간 피해자의

421) 2001 70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원(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판례집 14-1, 

601);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헌재 2011. 3. 31. 2008헌가21, 판례집 

23-1상,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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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엉덩이 및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

자, 관할 보통군사법이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

청을 한 데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집단 중 가

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집단에 대하여는 사회적 편견도 적지 않은 상

황이다. 더욱이 이 결정의 정구인들은 군대라는 폐쇄적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 놓여있다고도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격리된 소수자로서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원의

헌법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했을까? 아래에

서 드워킨 이론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2) 드워킨 이론의 적용

1) 결정의 이유

2001헌바70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군 내부

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

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추행’이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에 대비되

는 다양한 행위태양을 총칭하는 것이고, 입법자가 이러한 변태성 성

적 만족행위의 모든 형태를 미리 예상한 다음, ‘추행’에 해당하는 행

위를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의 원칙

을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데,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에 대해서는 그 전형적인 사례인 ‘계간’이라는 판단지침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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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과

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422)

이 결정에서는 5인의 재판관의 합헌의견과 4인 재판관의 반대의견

(1인 재판관의 한정위헌 의견 포함)이 제시되었고, 위 2001헌바70결

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유에 덧붙여 심판대상조항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볼 경우

에도,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평등원칙 위반 여부도 심사하였다.

2) 군형법 상 추행죄의 연혁 및 구성요건

구 군형법 제92조 추행죄는 1962년 제정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9년 개정에서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이 신설되어,

제92조의 강간,423) 제92조의2 강제추행,424) 제92조의3 준강간, 준강

제추행, 제92조의4 미수범 등 조항이 신설될 때, 제92조의5로 조문

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였다.

이후 2013년 개정에서 제92조의2 유사강간죄425)가 신설되면서 조문

422) 2 재판관(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은 추행의 강제성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그 구

성요건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나 그 상대방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려워 죄형법정주의

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추행’에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형법 

피적용자 상호간에 은밀하게 행해짐으로써 타인의 혐오감을 직접 야기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반된다는 것이다.(헌재 2002. 6. 27. 2001헌마70, 판례집 판례집 14-1, 601)

423)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4)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

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5)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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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를 제92조의6으로 다시 이동하고 ‘계간’이라는 표현 대신에

‘항문성교’라는 표현으로 교체하였다.426) 위 결정 당시 추행죄와 관

련하여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 2009년 군형법의 개정으로 폭

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죄를 도입하면서 폭행 협박에 대

한 명시적 요건 없는 추행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현재 군형법상

추행죄는 강제성이 없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의 행위만을 구성요건

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27)

3) 드워킨 이론의 적용: 도덕적 독립성의 실현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으로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는 사람들

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수자 집단은 이른바 다수결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으로

대표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 가운데 성소수자와 관련한 한국의 규율을 보면, 성소수자의 정

의를 두고 있는 법률조항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다만 국민안전

처 훈령에 성적 소수자라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428), 국가인권위

원회법에서 19가지 차별사유를 예시하면서 그 중 하나로 ‘성적 지

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고 있고429), 수용자에 관한 행정에서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

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6)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27) 도중진,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2015, 40면 참조

428)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성(性)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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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고 있으며430), 형사적으로는 동성

애 행위에 위 결정 대상인 군형법조항에서 처벌하는 것 외에 범죄

로 처벌하는 일반 법률은 없다.431)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을 다수의 국민들의

공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로 볼 수는 없다.432) 특

히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관련된 특수성에 기하여 군이라는 폐쇄

적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다른 어느 영역보다 가장 심각

하다고 할 수 있다433).

그런 이유에서 한국에서는 한편으로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해

서 혐오적인 인식과 편견이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

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차별배제가 주장되고 있는 등 성소수자에 대

한 인식과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혼란이 계속될수록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학문적 그리고 일반적 공론화의 필요성은 더욱

4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

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생략) 

4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

지 아니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

별받지 아니한다.

431)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서양에서처럼 법적인 논의를 거쳐서, 즉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입법조치에 의해 동성애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과정이 없이 비범죄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 문제를 공론화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한국의 성소

수자 정책의 특징이라고 보기도 한다(최유,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전

망", 중앙법학 제16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14, 49면 참조)

432) 최유, 앞의 논문, 52면 참조

433) 도중진, 앞의 논문,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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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434)

위 결정들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추행죄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보호할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435) 특히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들에서 기강 및 전투력의 약화가 발생하였다는 연구결과는 아직까

지 없으며, 비강제적 추행으로 처벌된 피고인들 중 상당수가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까지는 군생활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행행위가 바로 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

거가 없는 군대 내의 이성애자의 지나친 경계심과 과도한 혐오감에

의한 것으로 편견에 가득한 주장으로 증명되지 않은 명제라고 할

수 있다436).

나아가 이와 같이 불명확한 입법목적이 안보 관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군인 개인의 인격권,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는 침해를 당연시하는 하는 것이 아

닌가 할 정도로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이며, 군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시간과 장소에

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개인의 성문제는 가장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여 위 기본권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하는데, 추행죄는 이러한 고려 없이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4) , 앞의 논문, 52면 참조

435) 윤상민,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원광법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

소, 제28권 제45호, 2012, 194면

436) 김명수, “성적 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제18권 제1호, 2012, 68면



- 183 -

가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37).

더욱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문제이

다.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성적 지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

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438).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결민주주의 하에서는 소수자 집단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이 매우 곤란하므로,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될 것이므로 성소수자

같은 소수자 집단에게는 헌법적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4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에서는 군형법의 추행이란 변태적 성

적 만족행위의 모든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대표행

위로서 계간 즉 동성애 행위를 들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 행위를 그

자체로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추행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철저해야 할 헌법재

판소마저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걱정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드워킨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

여 동등한 자로 대우받을 권리, 즉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권리를 가

지므로, ‘사회적 재화나 기회의 분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여기서의 ‘불이익’에는 공적 관리나 특정 시민들이 특

정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관하여 그들의 견해가 잘못되었다

고 생각한다는 근거로 자유를 제한하는 불이익이 포함된다고 본다.

즉 특정한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이들의 선호가 경시되어야 한다고

437) , 앞의 논문, 203면

438) 이호중, “군형법 제92조의5 추행죄의 위헌성과 폐지론”,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23권 제1호, 2011, 246면

439) 최유, 앞의 논문, 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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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 지향에 있어서 소수자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성원들이 평균적으로 보다 행복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이른

바 공동체의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즉 누구도 윤리적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권리는 없

다고 한다. 결국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관용을 받아들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40)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의 기강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것으로 간부

와 병사 또는 병사상호간의 동성애 등은 지휘체계와 부대의 단결

등을 저해하여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거나 총기 등 살상무기를 다루

는 군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군내에서 동성애

행위시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군의 엄격한 계급구조 특성상 이를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민간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징병제하에서 병사들은 병영생활관 선택의 자유 등 취침장소 선

택의 임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을441)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등자로서 취급받을 권리,

또는 도덕적 독립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군대라는 특성에 맞게

구체화되어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 군인 간의 추행행

위와 이성 간의 추행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징계처벌을 함에 반

하여 남성 군인간의 추행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

도 없고 차별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442)

군기강 유지와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상호 제한적인 관계가 아니

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야 하고,443) 군인의 기본권을 제

한하는 군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합의에

440) 평등, 344면

441) 육군본부 법무실, 군형법 주해, 2011, 389면

442) 도중진, 앞의 논문, 47면

443) 이호중, 앞의 논문,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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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동성애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3) 소결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라는 군형법상 추행죄의 입법목적이 모호한 점은 별론으로 하고, 각

인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다수의 도덕적 관점

을 소수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그것 자체로 동등한 배려

와 존중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다수가 영위하는 도덕적

삶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 할 것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 하더라도, 성적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만으로 군생활에서의 차

별을 받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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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드워킨에 의하면 법은 공동체 안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직접 조

직적으로 규율하는 것인 만큼 법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인간

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은 규범이 작용한 결과 또는

작동하는 방법으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규범에 속하므로 사실로부터

는 법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드워킨에 의하면 관행화된 사실로부터 법의 규칙을 찾아

내려고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법

을 단순히 규칙들의 집합으로 보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 법을 규칙

의 집합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판결한다는 하는데, 이에 대하여 드워킨은 법관의

재량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법에는 실정화된 규칙 이외에 실정화되지는 않았지만 규칙

을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원리가 있고, 이러한 원리 덕분에 규칙으로

미처 포섭하지 못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왜

냐하면 원리에 기초해서 법을 해석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확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실무를 담당하는 자는 반드

시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찾음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책

무를 수행하여야 된다.

나아가 드워킨에 의하면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공공의 이익을 위

해서 침해할 수 없으며, 자유 민주 사회에서는 각 개인은 자신이 옳

다고 생각하는 삶을 공직자나 동료가 상스럽다거나 잘못이라고 생

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재화나 기회의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

을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다. 드워킨은 이것을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권리라고 정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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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권리는 원리의 논변으로 보호되는 것이

며, 대의제 민주주의가 국민 의사를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방식인 다수결에 의한 선

거제도는 외적 선호를 제거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대의제의 장

점을 살려 유지한다 하더라도 다수에 의한 결정으로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이

런 점에서 개인의 권리는 집단적 목표에 대항할 수 있는 으뜸패로

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워킨에 따르면 또한 법은 성질상 해석적인 것인데, 법이 무엇인

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정자의 의도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

라, 해석자의 입장에서 해석 당시까지의 선이해에 기초하여 법의 목

적을 세우고, 전반적인 법실무와 부합하는지 여부, 정의 공정성 절

차적 적법절차의 요청이 실현되는지 여부를 따져 그 텍스트를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해석 내용을 찾는 구성적 해석의 방법이 타

당하다고 한다.

한편 법이 갖는 강제적 효력까지 설명할 수 있기 위하여 드워킨

은, 법은 과거의 정치적 결정(입법, 선례)이 현재의 정치권력 행사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종래 널리 인정되어온 정치

적 덕목으로서,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차는 경우에 따라 상호

충돌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충돌하는 경우까지 해결하기 위하여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한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인테그리티

(integrity)를 별도의 독립된 덕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법의 관념에 있어서도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을 주

창하였으며, 재판에서의 인테그리티의 원리로서, 법이 과연 무엇인

가를 결정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법을 정확하게 보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인테그리티로서의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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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법과 법적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법의 제약이 사회에 유

익한 것은 시민들 사이에 그 공동체를 더 참되게 하고 그 공동체가

행사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를 증진해주는 일종의 평

등을 확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컨대 인테그리티로서의 법 관념

에 따르면, 법 명제는 그 공동체의 법 실무에 대한 최선의 구성적

해석을 제공하는 정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절차 속에 있을 때 타당

하게 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1803년에 의회의 법률을 위헌선언을 함으로

써 사법심사권을 확립한 데 대하여, 드워킨은 이것 또한 인테그리티

로서의 법관념으로 보면, 당시의 대법원으로서는 앞으로 법원이 채

용하여야 할 심판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었을 것이라고 해

석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 정당화된다고 한다.

또한 헌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감에 있어 헌법의

추상적 규정들로 인하여 판사들이 주관적인 재량으로 헌법을 해석

할 위험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주장된 헌법기초자의 의도를 찾아

서 그대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원의도주의자의 해석론을

비판하였다.

드워킨은 헌법규정이 애매하고 다의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모두 대등한 가치를 갖거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입장은 용납하지 않는다. 법문으로부터 단일한 결론

하나만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해서 곧 판사가 주관적인 잣대를 사용

하여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인테그

리티로서의 법관념을 가져오면, 헌법의 해석과 실무는 이전의 미국

의 헌법의 실무에 부합하여야 하고 또 정의와 공정성의 요청에도

조응하여 법체계 전체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과

정에 판사들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도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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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화하는 사법심사에

대하여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드

워킨은 이에 대하여 이러한 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주의

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사법심사가 민

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그러

한 절차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거나,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드워킨은 다수결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민주주의에 반한

다고 볼 수 있으려면, 다의적이고 다양한 민주주의의 개념이 먼저

정해지고 반다수결주의적인 것이 어떠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인지

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드워킨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주의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

면서 자신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을 제안한다. 드워킨이 제

안하는 내용은 다수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다수

결주의 전제를 우선으로 하지 말고 다수의 결정이 있더라도 각인이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다수결주의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수자의 경우에도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관념은 이러한 다수결적 절차들

이, 다수결 원칙의 목표에 대한 어떠한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라 시민들의 동등한 지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오기를 요구하고,

몇몇 비(非) 다수결주의적 절차들이, 민주주의의 본질로서의 동등한

지위에 대한 더 나은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드워킨에 의하면, 사법심사가 다수결주의에

기초한 국민 대표자의 결정을 무효화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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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법심사의 반다수결주의성은

다수결주의에 반한다고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주의로

보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법원에 의하여 번복되었다는 것만으로 법원의 결정을 반민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공동체 구성원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

하기 위해서는 각인이 동둥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다수결주의도 배제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갖춰저야 한다

고 보면, 사법심사에 의하여 다수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동증자로서 취급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파트너십

에 기초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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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most fundamental criticism on judicial review, conducted by 

judiciary who is not elected, which can invalidate the acts enacted by 

legislature  is that judicial review is antidemocratic. Nevertherless, if 

this criticism is to be vali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se: what is 

democracy, whether democracy is equal to representative government, 

which relationship can be established between democracy and 

majoritarianism Also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what the essential 

elements of democracy is.

In this paper, the position of majoritarianism in relation to democracy 

is to be clarified on the basis of Ronald Dworkin's theory which 

identifies the essential elements of democracy is to guarantee the equal 

position to each members of the community. Also, it is to be deplored 

that what the democratic condition for guaranteeing the rights and 

liberty of each members is and how it can be possible in the light of 

legal principle instead of institutional view. 

According to Dworkin, there are legal principles besides legal rules. 

Judges should not make decisions on their discretion when there is no 

rules for the specific cases, and have the duty of acknowledging the 

rights of the parties in the pending cases. The principle argument, not 

the policy argument pursuing the common good for general society, can 

serve to identify the legal rights of the parties. Since the legal 

principles are usually related the political morals, law can not be 

seperated from morals. The adjudicative principle of integrity to identify 

legal rights and duties asks the judges to interpret the legal texts to fit 

the general practices of the community and follow the princip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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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s, fairness, and procedural due process under the purpose 

established by the preunderstanding on the broad consensus of 

community. Thu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take the originalism, passivist theory, and activistic 

theory, because these can conceal the interpreter's view or damage the 

integrity of the Constitution. 

Dworkin takes the view of 'banned sources' theory about the 

discrimination against races which prohibits the discrimination on the 

ground of prejudice about the specific race. Thanks to his interpretation, 

Dworkin can argue that the so called 'affirmative action programs' 

cannot violate the equal protection clause through the Brown case and 

Bakke case. He also argues that the right ro privacy on the ground of 

the 14th Amendment can include the right to have childbirth or not.  

Dworkin regards the equal position of each members rather than 

majoritarianism as the essential elements of democracy, and establishes 

'the constitutional conception of democracy' against 'the majoritarian 

conception of democracy', with the partnership democracy. Also he 

argues that the legal rights of the minority groups can be protected 

along with the interest of majority under the partnership democracy.

Therefore, according to Dworkin, judicial review can be justify as long 

as it contribute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s the equipment of 

guranteeing the equal position of each members of the community 

which is the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Key Words : judicial review, constitutional adjudication, majoritarianism,  

            originalism, principle, rule, Bakke, abortion, integrity,      

            veteran' extra poin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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