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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유권은 복수의 권리요소들이 결합한 복합적 구조를 가진다 법적 권리. 

에 대한 호펠드의 고전적 분석과 소유자성에 대한 오노레의 설명에 따르면, 

소유권은 이른바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 의 결합체이다 현실의 여러 법체계‘ - ’ . 

마다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체적인 소유권의 내용은 그러한 요소들의 상

이한 집합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소유권의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구조로 결합하고 있는지가 중요

한 문제가 된다 타인배제의 권리가 소유권의 내적 구조에서 어떠한 위상을 .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론이 경합한다 첫 번째는 소유권. 

이 어떠한 본질적 핵심 없이 개별 권리들로 분해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다 이런 관점에서 소유권은 권리들의 다발 로 묘사되고 사람들 사이의 규. ‘ ’ , 

범적 관계로 이해된다 다발설은 소유권의 배타적 성격을 비판하고 소유자. , 

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강조하고 현행 소유권과는 다른 대안적인 소유권 관, 

념을 설계하는 데에 활용된다 두 번째는 소유권을 어떤 물건에 대한 배타적 . 

지배권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에서 물건 개념은 특별한 . 

규범적 지위를 가지며 바로 그것이 소유권을 다른 종류의 법적 권리들과 구, 

별시킨다 어떤 물건으로부터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소유권의 . 

본질적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유권은 내부의 복잡성을 불필요. 

하게 드러내지 않는 모듈 로 묘사된다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개별 권리들‘ ’ . 

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권이라 

규정되므로 모듈설에 부합한다 다발설과 모듈설의 대립은 소유권 개념의 다. 

면성을 보여주고 소유권의 성질에 관한 전통적인 논쟁 구도를 반영한다, .

소유권의 요소를 밝히는 호펠드 오노레 분석 자체는 다발설과 모듈설 모-

두에 공통되게 유효하다 소유권을 권리들의 다발로 생각하든 단일한 모듈로 . 

생각하든 모든 소유권은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제 더 중요한 , - . 

것은 소유권 제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고찰하는 일이다 소유권 . 

다발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 혹은 소유권 모듈에 포함된 개별 권능들은 어떠

한 법익을 보호하고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느냐에 따라 모종의 범주들로 구별



- ii -

될 수 있다 소유권의 구성요소들을 정당화 근거에 따라 분류하고 배열함으. 

로써 우리는 소유권의 분석적 규범적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어떠한 법체, · . 

계의 소유권이 개념상 단일한 권리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석은 동

일하게 적용된다 하나하나의 호펠드 오노레 요소는 어떠한 행위의 허용 금. - ·

지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규범적 지위이다 소유권에 관한 법적 판단은 그러· . 

한 구체적 행위들이 보호하고 실현하는 법익과 가치들에 비추어 정교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 소유권 물권 배타적 지배권 권리 다발 호펠드 오노레 분석, , , , -

학  번 : 2019-2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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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 

우리는 타인들로 이루어진 온 세상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는 

규범적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나는 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심지어 내가 그 . “ . 

물건을 사실상(de facto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의 ) , 정당한(de 

jure 권리 법에 따른 소유물이다 따라서 나는 나를 제외한 모든 타인을 배: · ) . 

제하고 그 자동차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을 가진다 이러한 주장은 소유자라는 지위 혹은 상태 에 수.” (ownership)

반하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 법체계에서는 소유권 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 “ ”
관념과 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 소유권 관념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인. 

간들의 상호작용에 바탕이 되는 사회 제도를 형성한다 근대 이후의 법질서. 

가 개인들에게 사적 소유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기 때문에,1) 개인들 사이의 자 

유로운 거래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교환의 대상이 되는 가치 있는 . 

물건에 대해 누가 법적으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또 그것을 구성하는 복, 

합적인 법적 지위를 누리는지를 분명히 할당하는 제도 없이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대륙법계에 속하는 법체계에서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 으로서 ‘ ’
물권법의 근간이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기초이며 근대적 민법 질서, , 

와 사유재산 제도의 기본 원리가 된다.2) 소유권은 이처럼 인간이 만든 법제 

도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끊임없는 이론적 실천, ·

적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미 확립되어 있는 사적 소유권을 거듭 옹호하. 

1) 이 논문이 탐구하는 대상은 개인을 권리 주체로 승인하는 사적 소유권 개념이다 . 

따라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앞으로 소유권 이라는 표현은 사적 소유권 을 , “ ” ‘ ’
의미한다.

2) 김주수 김상용 민법총칙 제 판 삼영사 면 김상용 물권법 제 판 · , [ 7 ], , 2013, 38-9 ; , [ 4 ], 

화산미디어 면 참고, 201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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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자들만큼이나 그것을 비판하고 재구성하려는 이들도 많다 소유권을 자. 

연적 권리로 보는 입장과 제도적 권리로 보는 입장이 충돌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소유권의 본질적 핵심을 둘러싸고 소유권을 통일적인 배타적 지배권‘ ’
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권리들의 다발 로 보는 입장이 경합하고 있다‘ ’ . 

우리는 소유권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그러한 

논쟁에 참여한다 그런데 한국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여 영. 

미법계와는 상당히 다른 재산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성문 민법상의 . 

소유권은 명확하게 완전물권 으로서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 으로 규정된다‘ ’ ‘ · ’ . 

우리는 소유권 문제를 논할 때 그런 차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영미. 

식 신탁제도가 한국의 법질서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법체, 

계에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런 법현실은 . 

그 안에 언제나 새로운 문제를 품고 있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익숙, ‘
하지 않은 관점 이 필요하다 법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이론적 관점’ . 

을 받아들여 소유권 개념을 진지하게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더욱이 우리 법체계에서 소유권이 물건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지배

권으로서 개별 권리들로는 결코 분해될 수 없는 단일한 권리라 하여 그러한 , 

소유권의 행사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의 행위들이 전부 동일한 정당화 근거

를 가지는지의 여부는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논문은 법적 권리 개념의 . 

분석을 출발점으로 소유권의 분석적 규범적 구조를 밝힘으로써 소유권의 구·

성요소들이 설령 분해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 –
가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

제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2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소유권 문제의 분석적 규범적 제도적 차원을 복합· ·

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논의 전개의 순서에서는 권리 , ‘
이론의 단계 모델 을 적용하기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3 ’ ,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탐구의 정확한 대상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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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 개념이다 이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헌법상 재산권의 일. 

부로서 법규범을 통해 일정하게 구체화된 법적 권리이다, .3) 

연구의 방법으로는 영미 법철학의 방법론과 이론들에 기초하여 소유권 개

념을 더 기본적이고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하는 철학적 분석을 택한다 이를 . 

통해 소유권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목

적이며 그 과정에서 소유권을 구성하는 상이한 규범적 지위들이 어떤 식으, 

로 결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영미 법학 법철학의 논의가 . ·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론적 자원들을 획득할 것이다.

이 논문의 전체 요지를 미리 밝히고자 한다. 

소유권은 하나의 법적 권리로서 1. 호펠드 오노레 요소- 들의 결합으로 분석

된다 이러한 분석은 보편적이다 영미법계에서든 대륙법계에서든 모든 . . 

유형의 소유권은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을 그것의 내용으로 가진다 다- . 

만 법체계마다 그러한 요소들의 조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세상에는 . 

소유권에 관한 복수의 개념관들이 존재한다. 

소유권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소유권2. , 

을 권리들의 다발 로 설명하는 이론‘ ’ (다발설 과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 ‘
배권 으로 설명하는 이론’ (모듈설 이 구분된다 전자에서 소유권은 낱낱) . 

의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로 분해될 수 있다 후자에서도 소유권은 호- . 

펠드 오노레 요소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요소들은 배타- . 

적 전면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이 행사되는 여러 양상들을 나타낸다· . 

현실의 소유권과 그에 대한 이론은 모두 관념과 제도의 역사가 낳은 3. 

산물이다 영미법계의 소유권은 다발설로 비교적 잘 설명되고 대륙법. , 

계의 소유권은 모듈설이 잘 설명한다 한국 민법상의 소유권 개념에 . 

부합하는 것 또한 논쟁의 여지없이 모듈설이다 물론 한국의 법체계에. 

3)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재산권이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 “
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 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 . 

선고 헌바 결정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1992. 6. 26. 90 26 ; 1996. 8. 29. 95 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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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연한 소유권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끌지만 아직 강력, 

하진 않다 현행 소유권 모듈에는 다양한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이 혼. -

일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결합하여 있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소유권자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표상하는 호4. 

펠드 오노레 요소들이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고 있느냐 혹은 어떠한 - , 

가치를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소유권 모듈의 내적 요소들은 . 

정당화 근거 보호 법익 실현 가치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 ·

있다 소유권의 요소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 지배권 요소와 수익권 요

소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호펠드 오노레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변형. -

된 형태의 모듈설이다(이원구조설 정확히는 모듈의 내부 구조를 해명).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분석가능성은 구성요소들의 분해가능성과는 별. 

개의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법체계의 소유권이 낱개의 개별 권리. 

들로 분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권 구조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 

가능하다.

소유권을 권리들의 다발 로 분석하는 이론은 대륙법계의 단일한 물권 5. ‘ ’
개념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한 학설의 출발점인 , 호펠드 오노레 분석-

은 정당화 근거 보호 법익 실현 가치에 따라 분류되는 구성요소들에 · ·

의하여 소유권이 어떠한 규범적 구조를 가지는지를 밝히는 데에 사용된

다 소유권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 보호 법익 실현 가. · ·

치를 가지고 이에 따라 소유권 개념은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 

어떠한 법체계의 소유권이 단일한 권리라 하더라도 소유권에 관한 법6. , 

적 판단은 소유권의 구성요소들 소유권에 속하는 규범적 지위들 이 보(= )

호하는 다양한 법익에 비추어 충돌하는 가치들의 비중을 정교하게 형

량해야 한다 이런 접근법을 주택재산권을 제한 형성하는 주택임대차보. ·

호법의 헌법적 정당성 판단에 적용해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 

소의 재산권 관련 형량원칙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논문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서는 우선 법적 개념의 분석 방. 2

법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고찰한다 언어게임 가족유사성 본질적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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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쟁적인 개념 개념과 개념관의 구별 과 같은 영미 분석철학의 도구들’, ‘ ’
을 검토함으로써 법적 권리 개념을 다루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제. 

장에서는 권리의 형식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와 현대의 논의들을 받아들여 3

권리 개념의 복합 구조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소유권 개념에도 적용할 수 . 

있는 분석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소유권 . 4

개념을 분석하고 소유권의 본질적 핵심을 두고 경합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 

견해를 살펴본다 미국 재산법 논쟁의 맥락 속에 있는 다발설 과 모듈설 을 . ‘ ’ ‘ ’
소유권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들로 구성한다 제 장에서는 호. 5

펠드 오노레 분석을 활용하여 소유권의 규범적 구조를 밝히는 새로운 형태의 -

모듈설(이원구조설 을 제시한다 이원구조설의 견지에서 호펠드 오노레 요소) . -

들을 분류하는 두 가지 방식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적 규범적 . ·

탐구의 결과를 소유권에 대한 법익 형량의 원칙에 적용하기를 시도한다 이. 

상의 논의를 통해 소유권 문제의 분석적 규범적 제도적 차원에 대하여 통일· ·

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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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근본적인 법적 개념들의 분석2 

제 절 법철학 탐구의 세 가지 차원1 

소유권은 국가와 법질서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권으로 논의되는 맥락에서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중요한 개념이면서 현행 실정법의 체계에서 헌법과 , 

민법상의 권리로 확립됨으로써 사법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을 ( ) 私法

이루는 기본적인 법적 개념이다.4) 그리고 소유권은 권리 일반의 개념 안에  

포함되는 특수한 종류의 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소유권에 대한 논의 영역은 .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그것이 법체계 속에, 

서 성립하고 기능하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고유한 맥락을 항상 전제할 것이

다 우리가 논의의 전제로 채택할 언어철학의 한 가지 이론적 입장을 고려하. 

였을 때5) 소유권 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하나의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은 , “ ”
그러한 언어 사용의 맥락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소유권에 관한 법철학의 탐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 소유권 개념의 정의 는 . ( , definition)定義

무엇인가 소유권 개념의 구성요소는 무엇이고 그것들의 구조는 어떠한가? , ? 

소유권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정당화되는가 또 어떤 논변에 의해 어느 정도? 

로 정당화되는가 누가 어떤 내용의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가 한 사람의 소? ? 

유권이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나 또 다른 권리 혹, 

은 공적인 가치 원리와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 , 

판단 기준과 논증의 규칙은 무엇인가 소유권에 관한 종합적인 법철학 이론? 

은 이런 문제들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법철학적 탐구의 세 .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소유권 개념의 내용과 구조를 명료하게 밝히려는 분석적 차원의  

4) 이 글에서 논하는 소유권은 언제나 하나의 개념 이다 ‘ ’ .
5) 비트겐슈타인이 후기 저술에서 주장한 언어게임 이론을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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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이다 둘째는 소유권의 정당화 근거를 묻는 . 규범적 차원의 물음이다 셋 . 

째는 현실 제도에서 구체적인 소유권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제도적 혹은 실천적 차원의 물음이다 이런 구분은 권리 일반에 관( ) . 

한 이론적 탐구의 세 가지 차원을 소유권이라는 대상에 적용한 것이다.6) 

이런 분류법을 받아들이면 먼저 세 가지 이론적 차원들 간의 관계가 문, 

제가 된다 권리에 관한 분석적 규범적 제도적 차원의 접근은 각각이 고립된 . · ·

별개의 논의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 겹쳐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결합 관계는 한편으로 실천적인 학문 분과로서 법철학이 . 

가지는 특성에서 나오고,7) 다른 한편으로 탐구의 대상인 법적 개념이 존재하 

고 기능하는 양상으로부터 도출된다 요컨대 법적 권리의 개념이란 권리를 . 

발생시키는 존재 요건과 규범적 효과가 매개되고 결합되는 법적 근거지음

의 체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legal reasoning) .8) 권리는 어떠한 정당화  

근거에 의해 생겨나서 누군가에게 일종의 지위 혹은 자격으로서 보유되는 , 

것이고 그에 따라 행위에 관한 허용 명령 금지 규범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 · · . 

권리의 개념은 그 내부에 분석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제도적 차원을 전부 그, , 

리고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알렉시 는 권리의 분석을 . (R. Alexy)

근거론적 차원 개념론적 차원 효력론적 차원으로 다시 구별하기도 한다, , .9)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법철학 이론은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

적인 법적 개념의 체계를 통일성 있게 해명할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된다 소. 

유권에 대한 어떤 주장이 한 가지 차원 안에서 일관성과 완결성을 갖춘 설

명이라 하더라도 다른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무익하거나 모, 

순에 처한다면 수정과 보완이 요구될 것이다 소유권 이론이 만족시켜야 할 , . 

이런 요청을 체계성 통일성의 문턱 이라 칭할 수 있다 하나의 차원에서 정‘ · ’ . 

립된 테제 는 다른 차원들의 논의에서 전제가 된다 소유권의 개념 구(thesis) . 

6) 권리 이론이 다루는 문제들의 세 가지 차원 혹은 단계에 대해서는 김도균 권리 , “
담론의 세 차원 개념분석 정당화 제도화 법철학연구 제 권 제 호 한국법철: , , ”, , 7 1 , 

학회 면, 2004, 183 .
7) 로베르트 알렉시 이준일 역 기본권이론 한길사 면 ( ), , , 2007, 52-3 . 
8) 김현철 권리에 대한 법철학적 연구 권리개념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 , “ - -”, 
교법학박사학위논문 면, 2000, 144-6 . 

9) 김현철 위의 논문 면 ,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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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관한 분석적 차원의 어떤 테제는 소유권의 근거에 관한 어떤 논변에서 

하나의 전제가 되고 그렇게 논증된 규범적 차원의 어떤 테제는 다시 소유권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어떤 논변의 전제가 되는 것이

다 소유권 탐구의 세 가지 차원은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다 따라서 분석적 . . 

차원의 논의 안에도 언제나 규범적 제도적 차원의 논의들이 배태되어 있다· .

다음으로 소유권 문제의 세 가지 차원을 다루는 순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가 또 다른 논점이 된다 원리상으로는 어떤 차원이든 하나의 출발점이 될 . 

수 있을 것이다 권리의 근거를 논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개념과 효력 제도. , 

의 문제로 나아갈 수도 있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권리 충돌의 문제로부터 근, 

거론과 개념론을 다룰 수도 있다 물론 개념론 근거론 제도론 의 순서. ‘ ’→ → 

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철학적 탐구에 일정한 순서를 설정하게 된다는 점에. 

서 권리 이론의 세 가지 , ‘ 차원 은 권리 이론의 세 가지 ’ ‘ 단계 이기도 하다’ .10) 

그리고 분석적인 차원은 좋은 출발점이다 분석적 차원에서 성취할 수 있는 . 

개념적인 명확성 명료성은 세 가지 차원의 상호결합과 공동작용에 관한 합리·

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11) 

본 연구는 소유권에 관한 종합적인 이론을 추구하면서 소유권 개념의 구

성요소와 내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적 차원의 탐구에서 

출발한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분석하고 해명함으로써 규범적 제도적 차원. , ·

의 논의에 사용될 수 있는 전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때 개념의 분. 

석이란 무엇인지부터가 설명되어야 할 문제다 방법론의 정당화라는 측면에. 

서 개념의 철학적 분석 혹은 해명이란 어떠한 지적 활동인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김도균 앞의 논문 주 면에서는 이를 법적 권리이론의 단계 모델 이라 , ( 6), 183 “ 3 ”
고 명명하고 있다. 

11) 로베르트 알렉시 앞의 책 주 면 , ( 7),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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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개념의 정의와 분석 2 

개념의 정의1. 

권리 개념에 대한 분석적 차원의 탐구는 권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 ?’
시작할 수 있다 이는 권리 라는 용어의 개념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획득하. “ ”
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란 무엇인가 라는 형식의 질문에 대답하는 일반적. ‘X ’
인 방식은 라는 단어의 개념적 정의 를 내리는 것X (conceptual definition)

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어떤 개념의 정의는 그 개념에 대응하는 실체의 본. 

질을 밝히는 것이고 그러한 개념을 지칭하는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 

한 필요충분조건의 집합을 내용으로 하며 전형적으로 , 최근류와 종차(per 

genus et differentiam 의 형식을 취한다 예컨대 인간 의 개념을 얻기 위) . “ ”
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한 가지 표준적인 ‘ ’ , 

개념적 정의는 생각하는 종차 동물 최근류 이라는 내용과 형식을 가진다‘ ( ) ( )’ . 

이러한 정의는 인간 개념의 본질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짐 충분조건 과 동‘ ’( ) ‘
물에 속함 필요조건 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개별적인 인간 존재들은 ’( ) . 

생각하는 동물 이라는 공통의 핵심 속성을 공유하고 오직 인간만이 그러한 ‘ ’ , 

특성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개념 아래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 . 

권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누군가는 자신과 타인의 특정한 행위 ‘ ’ ‘
혹은 상태에 대한 자격 이라는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entitlement)’ .12) 우리 

는 많은 경우에 이런 형태의 정의를 통해 어떤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 의 . X

개념을 얻음으로써 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를 다X , X

12) 권리 개념에 대한 이러한 한 가지 정의는 웨나 가 제시한 다음과  (Leif Wenar)

같은 정의를 간략하게 다시 쓴 것이다. “Rights are entitlements (not) to 

perform certain actions, or (not) to be in certain states; or 

entitlements that others (not) perform certain actions or (not) be in 

certain states.” Leif Wenar, “Right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ward N. Zalta(ed.), 2020.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1/entries/rights/>. 

권리를 자격 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 ’ H. J. McCloskey, “Rights”, 
The Philosophical Quarterly 면, Vol. 15, No. 59, 1965, 11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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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과 구별하거나 에 관한 관념을 떠올릴 수 있다 또 의 개념에 속하X . X

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분류할 수 있고 에 대응하는 어떤 실체의 , X

특징적인 속성 이른바 본질 을 알 수 있게 된다( ‘ ’) .13) 

그렇다면 어떠한 개념을 분석하는 일이 언제나 그것의 본질을 밝혀내는 

정확한 정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법철학의 기. 

본적인 탐구 방법인 개념의 분석 은 적어도 ‘ ’ ‘개념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 ‘
정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

가 와 같은 철학의 방법론 자체에 대한 특정한 견해들을 전제할 때에만 실?’
행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에겐 . 개념의 개념, 정의의 개념, 분석의 개념이 

필요하다.

개념(1) 

일반적으로 정의해보자면 개념 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 (concept)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념이다 우리는 개념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계에 대한 . 

경험의 내용을 이해한다 개념이 구성되는 기본적인 방식은 구체적인 경험적 . 

대상들에서 차이점은 빼나가고 공통된 성질은 남김으로써 말 그대로 추상 함( ‘ ’
으로써 어떤 대상들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관념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생), . 

각은 개념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개념들은 인간의 사유를 쌓아나가는 데 사, 

용되는 하나하나의 블록이다 따라서 개념은 추론 논증 의사결정과 같은 심. , , 

리적 과정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14)

세계가 복잡한 만큼 개념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탐구 분야. 

에서는 먼저 정치적 개념 도덕적 개념 법적 개념 등을 떠올려볼 수 있다, , . 

어떤 개념이 사용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작동하는 방식에 따른 구분

법도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개념들을 . ‘자연 종 개’(natural-kind) 

념, ‘기준의존 개념’(criterial) , ‘해석적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interpretive) 

13) 김현철 앞의 논문 주 면 참고 , ( 8), 112-3 .
14)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였다 . Eric Margolis and 

Stephen Laurence, "Concept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ward N. Zalta(ed.), 2019.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21/entries/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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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드워킨 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R. Dworkin) , 자연 종 개념과  기준의존 

개념은 해석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자연 종 개념은 화학합성물이나 동물의 . 

종 같이 고정된 정체성을 가진 실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구체. 

적인 사례를 식별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더라도 사람들은 자연 종 개념을 공, 

유함으로써 그것으로 동일한 실체를 가리킬 수 있다 다음으로 . 기준의존 개 

념은 올바른 적용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정의되는 개념이다 그것. 

은 정삼각형 의 개념처럼 어떤 도형이 정삼각형인가 아닌가를 식별하는 데‘ ’ , 

에 동일한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 

두 가지 유형의 개념에는 그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 결정적인 판별 기준이 

존재하고 따라서 해석을 요구하지 않고 그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은 그 개념( ), 

을 공유한다 이에 반하여 마지막 . 해석적 개념이란 그것의 올바른 사용이 그  , 

개념이 등장하는 사회적 관행에 대한 최선의 정당화를 통해 결정되는 유형의 

개념을 말한다 사람들은 그러한 개념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 

해 견해불일치를 보이면서도 그 개념을 공유한다 정의 와 같. ‘ ’( , justice)正義

은 정치적 개념이 대표적인 해석적 개념이다. 

우리가 분석하고 해명하려는 법적 개념은 어떤 유형의 개념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은 올바른 사용의 객관적 기준을 상정할 수 있는 기준의존 개. 

념인가 아니면 최선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해석적 개념인가 법적 개념들, ? 

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유형에 속한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체계를 . 

구성하는 개념들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자유 평등. ‘ ’, ‘ ’, 
권리 와 같은 법의 근본 개념들은 가치의 투입을 통해 최선의 의미를 구성‘ ’
하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해석적 개념에 해당한다.

정의(2) (definition)

어떤 대상을 정의하는 일 은 그것의 한계를 결정하는 일이다(to define) . 

그것은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실행되며 또 그만큼 다양한 , 

행위를 가리킨다.16) 어느 영역들 간의 경계를 긋는 것 구체적인 사안에 적 , 

15) 이러한 개념 유형 구분과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로널드 드워킨 박경신 역 정 ( ), 

의론 민음사 면 참고, , 2015, 26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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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법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하는 것 어떤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밝, 

히는 것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발견하는 것 등이 모두 정의라는 관념, 

에 포함된다 그리고 정의를 내리는 목적과 방식에 따라 실질적 정의. (real) , 

명목적 정의 사전적 정의 규정적 정의(nominal) , (dictionary) , (stipulative) , 

서술적 정의 해명적 정의 예시적 정(descriptive) , (explicative) , (ostensive) 

의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정의들이 존재한다.

추상적 대상인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단일하지 않다 위에서 구분한 개념. 

의 유형에 따라 정의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어떤 목적과 방법을 , 

취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복수의 정의들이 제시될 수 있다. 

정의가 행해지는 분야에 따라서도 수학적 정의 경제학적 정의 화학적 정의, , , 

법률적 정의 등을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에 등장하는 사람 의 개. “ ”
념은 그 개념을 포함하는 법률 조항의 문언이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법

적 판단의 상황에서 정의된다 애매함과 모호함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 언어. 

는 언제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법률 문언에 나타나는 해석적 개념, 

들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는 법학방법론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2. 

정의 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개념을 이해하는 한 가지 전통적인 ‘ ’(justice)

철학적 입장은 개념적 실재론 이라고 불리는 것이다(conceptual realism) .17) 

그러한 관점에 따르면 하나의 개념적 용어가 의미를 가진다면, (make sense) 

그 단어는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 즉 그런 용어의 모든 사례들에 , 

공통된 본질을 가리켜야만 한다 그러한 개념에 관한 정의 는 바. (definition)

16) 정의 에 대한 이하의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였다 (definition) . Anil Gupta, 

"Definition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ward N. 

Zalta(ed.), 2021.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21/entries/definitions/>.
17) 정치적 개념의 문제에서 플라톤의 개념적 실재론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에  

관한 이하의 설명은 Gerald F. Gaus, Political concepts and political 

theories 면 이하 참조, Westview Press, 200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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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본질을 확실하게 밝혀낸다 따라서 어떤 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 

의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는 세상을 구성하는 사물들. (things)

에 이름을 붙이고 그런 사물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묘사한다, .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정치적 개념의 용어들이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순수한 개념들. 

이른바 형상 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실과 ( ‘ ’) , 

견주어봄으로써 참과 거짓을 검증할 수 없는 정치적 개념의 문장들이 과연 

언어로서 의미를 가지는지조차 불확실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플라톤의 . 

근본적 신념에 회의감을 품으면서도 정의 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 (justice) ’
에 기꺼이 직면하여 답을 찾기를 원한다.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비트겐슈타

인 의 언어게임 이(Ludwig Wittgenstein) ‘ ’(Sprachspiel, language-game) 

론이다.18)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저술인 철학적 탐구 <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에서 언어란 단지 무언가)

를 명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 

주장한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행동한다 비트겐슈타인은 한 단어의 의. . “
미는 언어 안에서 그것의 사용 이라고 말한다(use)” .19)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은 단지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단, 

어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의 쓰임은 실로 다양하. 

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명령하고 대상을 묘사하고 사건을 보고하고. , , , 

이야기를 지어내고 농담하고 번역하고 질문하고 감사를 표하고 악담을 , , , , , 

퍼붓는다.20)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 목적 의도에 따라 하나의 단어도 다양 , , 

한 기능을 가진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그것이 엮여있는 활동들로 구성. “

18) 앞의 책 주 면 Gaus, ( 17), 13-16 .
19)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lated by 

G.E.M. Anscombe, P.M.S. Hacker, and Joachim Schulte. Blackwell 

Publishing Ltd, 2009. §43. “the meaning of a word is its use in the 

language.”
20) 여기서 언급한 다양한 언어사용의 방식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으로 언어게임들 , ‘ ’

의 예시는 위의 책Wittgenstein,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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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체 를 언어게임 이라고 부른다” ‘ ’ .21) 세상에는 수없이 다양한 언어게임들 

이 있고 모든 게임이 그런 것처럼 특정한 언어게임 속에서 참여자들은 그 , 

게임에서 행해지는 활동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 자신의 역할을 함께 이해하, , 

며 언어를 사용한다 한 단어의 의미는 언어게임이라는 언어 관행의 맥락 속. 

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언어게임이 다양한 만큼 어떤 단어의 의미도 다양하. 

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언어의 사용은 하나의 . . 

행위이고 그것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기 때문이다.22) 언어게임들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형성하는 삶의 형 ‘
식 에 기초를 둔다 삶의 형식이란 어느 집단의 ’(Lebensform, form of life) .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고 공유되는 것으로서 언어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 

주어진 것 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다“ ” “ ” .23) 언어게임은 삶의 형식의 일부 

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여하는 한계 안에 존재한다, .

예를 들어 권리 라는 단어는 도덕적 논증대화 혹은 법적 논증대화라는 고‘ ’
유한 형태의 언어게임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24)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 

한 언어 사용을 포함하는 삶의 형식을 이해해야 한다 도덕적 법적 논증대화. ·

가 성립하는 배경에는 모종의 규범 체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체계의 존재, 

는 공동체에 형성되어 있는 삶의 형식에 속할 것이다 요컨대 법적 논증대화. 

에서 사용되는 권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 , 

안에서 권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물론 권리 라. ‘ ’
는 동일한 단어는 논증대화가 아닌 종류의 언어게임에서도 얼마든지 사용된

다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근거로 뒷받침할 생각 없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 

21) 앞의 책 주 Wittgenstein, ( 19), §7. “the whole, consisting of language and 

박정식 비트겐슈타인의 의미결정의 the activities into which it is woven” , “
기준 동서사상 제 집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면 여기서는 ”, , 9 , , 2010, 257-274 , 

면 참고266 .
22) 박정식 위의 논문 면 참고 , , 267-8 .
23) 김기영 비트겐슈타인과 법 독어학 제 집 한국독어학회 면 , “ ”, , 36 , , 2017, 29-55 , 

여기서는 면 참고40-1 .
24) 도덕적 법적 논증대화를 고유한 형태의 언어게임으로 다룬 논의는  · Robert 

Alexy, Theorie der juristichen Argumentation 면 , Suhrkamp, 1991, 7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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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려는 목적의 말싸움에서도 권리 를 말한다 이러한 언어 사용에서 권리‘ ’ . ‘ ’
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논증대화에서의 권리 와 말싸움에서의 권리 는 . ‘ ’ ‘ ’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언어의 의미는 개념의 . 

고정불변한 본질들이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 

온갖 언어게임을 통해 활동하고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사회적 삶 속에 있

는 것이다 어떤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언어게. 

임들에서 그것이 어떤 규칙 아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용법으로 , ,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개념의 분석3. 

가족유사성(1)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탐구하면서 그것의 본질을 제공하는 

정의 를 찾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definition) .25) 어떤 개념에 관하여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개념의 모든 실례에 공통된 무언가가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이 가족유사성 이라고 이름 붙, ‘ ’(family resemblances)

인 관계들 다시 말해 중첩되고 상호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망 이, “ ”
라는 것이다.26) 가족유사성의 관계에 있는 요소들은 당연하게도 어떤  ― ― 

개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어떤 개념을 , 

하나의 개념으로 성립하도록 만드는 통일성을 설명한다 모든 측면에서 동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지도 않지만 서로 겹쳐있는 유, 

사성들을 나눠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보면 그들이 모두 , 

서로 닮아있는 하나의 가족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 

이런 방식으로 어떤 가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에 ,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25)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에 대한 설명은 앞의 책 주 Gaus, ( 17), 18-19

면 참고.
26) 앞의 책 주 위의 책 면에서 재인용 Wittgenstein, ( 19), §66. Gaus,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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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 

개념의 분석 은 전통적으로 정의 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 ’ (definition)

다.27) 그런 의미의 분석은 어떤 개념을 여러 실례들에 적용하는 데에 개별적 

으로는 필수적이고 집단적으로는 충분한 조건들의 집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분석이라는 철학적 방법이 반드시 개념적 정의.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의 분석이란 어떤 대상을 더 기본. 

적인 것으로 분리 고립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 (isolate) . 

수많은 방식들이 그런 점에 비추어 분석 이라고 일컬어지며 실천되어 왔다“ ” .

그렇다면 권리와 같은 법의 기본 개념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그것은 어, 

떤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그것은 권리 개념의 정의 즉 권리 라는 개? , “ ”
념이 사용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집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이론을 . 

받아들인다면 권리 개념의 분석은 권리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언어게임의 , “ ”
맥락 속에서 가족유사성의 관계에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후자의 이론적 작업 또한 탐구하려는 대상을 더 기본적이고 단순한 즉. ( ,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요소들로 분해하고 그러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 

와 구조까지 해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분석 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 ”
있다. 

27)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였다 . Michael Beaney, "Analysi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ward N. Zalta(ed.), 2014.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21/entries/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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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법적 개념들의 분석 방법3 

벤담의 법적 개념 분석1. 

분석적인 법철학 전통의 고전적인 이론가들이 (analytical jurisprudence) 

추상적 개념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분석을 행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러한 지적 전통의 역사를 다룰 때 적어도 벤담 까. , (Jeremy Bentham)

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하트 는 법적 권리의 분석. (H. L. A. Hart)

에 관하여 벤담이 그보다 한 세기 이후의 법학자인 호펠드(W. N. ― ― 

를 포함하여 다른 어떤 이론가보다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Hohfeld)

했다.28) 학문 방법의 수준에서 그는 추상적인 법적 개념들의 의미를 어떻게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가?

벤담이 새로운 학문으로 창조하고자 했던 입법 과학(legislative science)

은 공리 의 원리에 따른 입법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utility) .29) 

벤담의 거대한 구상 속에는 의무 권리 권능과 같은 법의 기본 용어들을 설, , 

명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벤담은 완전한 법전에 관한 일반. <

론>(General View Of A Complete Code of Laws 라는 저작에서 위법행)

위 권리 의무 용역 과 같은 추상적 용어의 명확한 의미를 밝히기 , , , (service)

위해 그러한 법적 실체들의 기원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논한다, .30) 

벤담에 따르면 법은 특정한 행위를 위법행위로 창설함으로써 의무 혹은 , 

강제된 용역을 만들고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 권리를 부여한다 낡은 법, . 

학에 의해 추상적인 관념에 갇혀 있었던 권리와 의무의 기원은 바로 그러한 

28) H. L. A. Hart, “Bentham on Legal Rights”, in Essays on Bentham, 

면 법적 권리에 관한 벤담의 설명Oxford University Press, 1982, 162-193 . 

에 대한 하트의 평가는 면 참고162 .
29) 제레미 벤담 강준호 역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아카넷 ( ), , , 2013, 9-24

면 참고. 
30) Jeremy Bentham, “General View Of A Complete Code of Laws”, in 

Jeremy Bentham, The Works of Jeremy Bentham, 11 vols, Vol. 3, 

면John Bowring(ed.), 1838-43, 15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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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다 권리와 의무는 법의 자식 이다. “ ” .31) 모든 법적 관념들은 결국 법률 

이 금지하는 위법행위라는 더 근본적인 관념에 의해 설명된다 위법행위는 . 

고통을 산출하는 행위로서 명확한 이미지를 가진다 행위와 연결되지 않은 . 

상태의 권리와 의무란 허구적인 실체 에 그치지만 지각 (fictitious entities) , 

가능한 이미지를 가진 구체적인 행위들과 연결됨으로써 권리와 의무는 추상

적인 관념에서 벗어난다 행위 를 할 권리 행위 를 하지 말아야 할 의. “ ”, “φ φ

무 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권리와 의무는 현실의 고통과 쾌락을 ”
산출하는 실제 행위들과 더 가깝게 결합할수록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 이처, . 

럼 벤담의 분석은 언제나 추상에서 구체로 허구에서 실재로 진행 하는 경“ , ”
로를 따른다.32) 

벤담의 법적 개념 분석은 그의 법철학 전체가 일관되게 그러하듯이 공리

의 원리에 입각해있다 권리와 의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은 행위의 매개. 

를 통하여 감각될 수 있고 계산될 수 있는 고통과 쾌락으로 환원될 수 있, 

다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의무는 기본적으로 악 을 산출하. ( )惡

지만 그러한 악을 권리의 보유자를 위한 용역의 제공이라는 선 으로 보상, ( )善

한다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는 행복 총량의 계산에 의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벤담이 법의 기본 개념들을 구체적인 행위와 연결시키는 . 

방식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그런 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 과

정에서 공리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적 개념을 분석하는 일. 

은 공리주의 도덕철학에 따른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하트의 방법2. 

하트는 법의 개념< >(The Concept of Law 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 ‘ ’
질문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단순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의 , “
핵심 집합 을 식별하여 답하는 게 최선이라고 ”(a central set of elements)

논하였다.33) 오스틴 이 제시한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명령 (John Austin) ‘ ’

31) 앞의 글 주 면 Bentham, ( 30), 160 . 
32) 엘리 알레비 박동천 역 철학적 급진주의의 형성 한국문화사 면 ( ), 1, , 2021,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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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법의 특정한 정의로는 법의 본성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에 대답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류와 종차로 구성된 간명한 정의는 그렇게 정의된 . 

단어의 자리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쓰임새가 좋지만 모든 개, 

념에 대해 그런 형식의 정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설사 그것을 얻는, 

다고 하더라도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돕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트의 이론은 용어 사용의 올바름을 따지기 위한 기준으로서 법의 정. 

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체계들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분석과 법, 

과 인접 개념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에 관한 설명을 통해 법이론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하트는 자신이 밝힌 법의 핵심 요소들 이 그런 목표를 , ‘ ’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4)  

개념적 정의에 관한 하트의 견해는 사유재산권 개념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월드론 에게 수용된다(Jeremy Waldon) .35) 하트는 다른 모든 철학 

에서 그러하듯 법철학에서도 특수한 대상들 이 특정한 공통 성(particulars)

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용어들 아래에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36) 개념의 정의는 복잡한 일이다 빈틈없는 정의 . 

를 통해 어떤 개념의 필요충분조건을 언제나 정교하게 구체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순진한 일이라는 것이다.

33)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Leslie Green(ed.), Oxford 

면 라인볼트 는 권리University Press, 2012, 13-17 . (George W. Rainbolt) <

의 개념 에서 이른바 신 호펠드 분석 을 시도> “ - ”(A Neo-Hohfeldian Analysis)

하면서 책의 제목뿐만 아니라 철학적 방법에서도 하트의 것을 채택했음을 밝힌

다 요소들의 핵심 집합 이라는 표현 등은 . “ ” George W. Rainbolt, The 
Concept of Rights 면에서 재인용, Springer, 2006, xiii .  

34) 위의 책 면 법이란 무엇인가 에 연관된 기본 질문들에 대한 대답 Hart, , 15-17 . ‘ ’
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핵심 요소들은 같은 책 면에서 제시되어 있다91-9 .

35) Jeremy Waldron,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Oxford University 

면Press, 1988, 30-1 .  
36) H. L. A. Hart, “Definition and Theory in Jurisprudence”, in H. L. A. 

Hart, 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면 위의 책 면에서 재인용Press, 1983, 21-48 . Waldron,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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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3. 

법철학이 다루는 해석적 개념들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그 개념의 적절

한 의미와 사용에 대한 심원한 견해불일치 가 존(profound disagreement)

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의 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자유지상. ‘ ’(justice)

주의자 와 평등주의자 의 견해는 극명하게 충돌한다(libertarian) (egalitarian) . 

전자를 대표하는 노직 의 정의관에 따르면 최초 소유권의 (Robert Nozick) , 

자격취득이 정당하다는 조건에서 출발하여 자유로운 교환과 계약에 의해 현

재의 분배 상태에 도달했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고 조세정책과 같, 

은 국가의 개입은 자기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부정의한 것이다.37) 

반면 롤즈 의 정의관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기본적 자유가 모두(John Rawls) , 

에게 평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조건에서 불평

등한 분배는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최대한 향상시킬 때에만 정당하다.38) 각각 

의 정의관은 현실의 사회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불일치는 진정한 것인가 만약 경쟁하는 그들 스(real) ? 

스로는 정의 의 의미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 ’ , 

른 무언가를 기술하기 위하여 그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판명된다면 어떠한가 갈리 는 어떤 개념을 둘러싼 특? (W. B. Gallie)

정한 종류의 견해불일치가 실로 진정한 것이며 불가피한 것이고 해결되지 , , 

않고 끝없이 지속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
념 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어떤 개념이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 

그런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판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곱 가지 요소를 제

시한다.39)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 이란 개념의 사용자들이 그 개념의  ‘ ’ “

37) 노직의 정의관에 대한 설명은 김도균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아카넷 , , , 

면 참고2020, 93-5 .
38) 롤즈의 복합적인 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김도균 위의 책 면 참고 , , 160-2 . 
39) W. B. Gallie,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면 진정한 견해불일치의 가Vol. 56, 1956, 167-198 . 
능성과 연관지어 갈리의 개념을 소개한 부분은 앞의 책 주 면 Guas, ( 17), 28-31
참고 갈리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 의 일곱 가지 조건은 다음과 . ‘ ’
같다 해당 개념으로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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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의미와 사용을 둘러싸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한 개념”
을 뜻한다.40) 갈리의 설명에 비추어보면 권리 개념도 그러한 개념에 해당 ‘ ’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권리의 본질에 관한 의사설과 이익설의 끝없는 대. 

립이 그런 성질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본질상 논쟁이 불가피한 개념에 대. 

한 더 나은 해석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과연 의미 있는 일인지를 다시 묻게 

된다 확실한 승리자를 가려낼 수도 없고 영원한 승리도 없는 싸움에 뛰어. , 

들어야 할 실익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개념 논쟁에 나. 

서는 이유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개념들이 자유 평등 정의 인간 존엄성, , , , 

민주주의 권리 등과 같이 정치적 가치를 표현하는 근본 관념들이기 때문이, ‘ ’ 
다 여기서 정치적 이라는 수식어의 의미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 “ ” ‘
고 평등한 시민들의 기본적 지위 유지 및 증진에 관련된 으로 풀이할 수 있’
다.41) 그러한 개념들의 의미와 용법에 관한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합의들은  

인간이 합리적 이고 합익적 인 존재로서 공존할 수 있(reasonable) (rational)

는 정치 법 공동체의 기본 구조를 결정한다· .42) 따라서 우리는 최고의 정답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정치적 개념에서 더 , , 

중요한 측면이 무엇인지에 관한 최선의 해석을 두고 논쟁에 나선다.

서 누구나 그 개념을 최고의 원리로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입장을 지지하기 위
해 사용한다 해당 개념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해당 개념의 . . ② ③
복합적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고 요소들의 가치와 중요도는 상
이하게 매겨져서 입장에 따라 특정한 요소들을 중심 요소로 내세운다 해당 , . ④
개념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열려 있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의미 변
경이 이루어지며 그 의미 변경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해당 개념의 사. ⑤
용자들은 이 본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개념의 속성을 인정하면서 논쟁 상대방의 , 
용법보다 자신의 용법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논증하려 한다 해당 개념에는 . ⑥
반드시 개념 사용자들이 그 개념의 기원 원형 으로 삼는 사례들( ) (original 

이 있다 해당 개념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논쟁을 통해 개념에 관exemplar) . ⑦
한 해석들 중 어떤 것들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해당 개념의 
의미로 통합되고 그리하여 그 개념은 점점 더 정합적인 개념으로 발전해 간, 
다 위의 논문 면 이하 번역 및 요약 정리는 김도균 고.” W. B. Gallie, , 171 . , “
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자율성 정체성 취약성의 측면에서 서울대학교 - , , -”, 
법학 제 권 제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면에서 재인용, 61 4 , , 2020, 8 .

40)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의 정의는 김도균 위의 논문 면에서 인용 , , 8 .
41) 김도균 공적 이성과 법적 논증 법철학연구 제 권 제 호 한국법철학회 면, , , 24 2 , , 20 .
42) 합리적 과 합익적 이라는 번역어 선택은 위의 논문을  ‘ ’(reasonable) ‘ ’(rational)

따랐다 면 번 각주 참고. 1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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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개념관의 구별4. 

하나의 개념 과 그 개념에 대한 다양한 (concept) 개념관 들을 (conceptions)

구별하는 철학적 방법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의 요점을 잘 보여준다.43) 

여기서 개념-‘관 즉 개념에 대한 특정한 관념 견해 관점이란 논쟁적 개’( ), · ·觀

념의 의미를 두고 경합하는 그럼으로써 견해불일치를 형성하는 각각의 ― ― 

해석들을 말한다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개념관들이 존재할 . 

수 있으며 각각의 개념관은 그 개념의 특정한 측면을 다른 개념관이 보여주, 

는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주장한다 예컨대 정의 라는 하나의 . ‘ ’(justice)

개념에 대하여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 평등주의적 정의관 그 밖의 다양한 , , 

정의관들이 공존하고 각 정의관은 저마다 정의의 중요한 측면을 제시한다, .  

여기서 가우스 가 지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개념(Gerald F. Gaus)

에 대한 복수의 개념관들이 그 개념의 고정된 본질 그 개념이 사용된 모든 (=

사례에서 빠짐없이 공통되게 나타나는 하나의 핵심요소 혹은 그러한 개념의 , 

올바른 사용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의 조건 을 얼마나 잘 밝혀내는가를 두고 )

경쟁하고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개념적 실재론이 처하는 문제, 

가 똑같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난처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 

한 번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하나의 개념은 가족유. 

사성의 관계에 있는 요소들을 가진다 그러한 요소들 가운데 그 무엇도 그러. 

한 개념의 모든 실례가 공유하는 본질적인 핵심요소인 것은 없다 가우스에 . 

따르면 각각의 개념관들은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군집 에, (cluster)

서 특정한 부분들을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것으로 식별하여 상이

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경쟁한다.44)

43) 개념과 개념관의 구별에 관한 이하의 설명은 앞의 책 주 면 참조 Gaus, ( 17), 32 . 

개념 과 개념관 의 구별이 적용된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concept) (conception)

는 존 롤즈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면 참고 이러한 다양한 ( ), , , 2003, 38-9 . “
정의관 들과 구별되면서 그 상이한 원칙과 견해들이 공(conception of justice)

통적으로 갖는 역할을 나타내주는 정의의 개념 을 생각해(concept of justice)

본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44) 위의 책 면 Gaus,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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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론은 가족유사성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성질 개념과 개념관의 구별과 , , 

같이 정치적 개념의 본성과 의미에 관한 당시로선 새로운 설명들에 기대어 ( ) 

사유재산권 을 정의하는 문제에 접근한다(private property) .45) 사유재산권은  

하나의 개념이고 그것에 대하여 다수의 서로 다른 , 개념관들이 존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사회마다 달리 나타나는 소유자성. (ownership: 

소유권을 포함하는 소유자의 지위 혹은 상태 의 세부 구성요소들은 그러한 )

추상적 개념에 관한 특수하고 구체적인 관념 견해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유· . 

재산권의 개념 자체는 정교하게 정의되기 어렵더라도 혹은 누구나 동의할 , 

수 있는 본질을 명료하게 밝힐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사유재산권에 관한 다, 

양한 개념관들을 의미 있게 분석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이라는 개념을 해명할 

수 있다. 

45) 앞의 책 주 면 Waldron, ( 3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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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권리 개념의 분석 방법4 

법적 권리 진술의 기능1. 

하트는 권리와 같은 법적 개념들을 해명할 때 그것이 사용되는 문장들에, 

서 그 단어만을 따로 뽑아내 최근류와 종차의 형식으로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46) 하트에 따르면 법적 개념에 대한 정의 방법은 그러한 개 , 

념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 권리라는 개념의 특성은 그것이 사용되. 

는 진술의 기능과 맥락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권리 개념은 는 에 대하여 . ‘X Y

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와 같은 법적 권리 진술이 참이 되는 진리 조건을 ’φ

밝히는 형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트는 하나의 법적 권리. ‘ ’(a legal right)

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47)

⑴ 는 어떤 권리를 가진다 라는 형식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될 때에만 ‘X ’
참이다.

어떤 법체계가 존재한다.⒜ 

⒝ 그 체계의 규칙 들 아래에서 어떤 타인 는 발생한 그 사건에서 특정 행위를 ( ) , Y

하도록 혹은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혹은 그를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존하여 법에 의해 X ⒞ 

생겨나고 따라서 오직 혹은 대리인 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에만 그게 , X( ) , 

아니면 혹은 대리인 가 다르게 선택하기 전까지만 는 특정 행위를 하도록X( ) , Y  

혹은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

는 어떤 권리를 가진다 라는 형식의 진술은 그런 규칙들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X ”⑵ 

어떤 사안에서 법적 결론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48) 

46) 앞의 책 주 면 하트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김현철 앞의 논 Hart, ( 36), 21-48 . , 

문 주 면 이하 참고( 8), 133 . 
47) 위의 책 면 Hart, , 35 .
48) 하트는 이런 형식을 통해 의무에 상응하는 좁은 의미의 권리 즉 호펠드의  ( ) ‘ ’( , 

표현에서는 청구권 뿐만 아니라 자유 권능 면제 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 ’) , ‘ ’, ‘ ’, ‘ ’
았다 하트에 따르면 그런 사실은 이 네 가지 다양한 지위들이 차이점들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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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는 이런 형식으로 권리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권리라는 법적 개념이 ,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의무 보유자의 행위에 대해 권리 보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라는 진리조건을 만족해. , ⒞

야만 어떠한 권리 진술이 참이 되는 것이다 이는 권리에 관한 의사설. (will 

의 입장을 취하는 하트가 법적 권리를 법으로 존중 보호된 선택 으theory) ‘ · ’
로 정의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49)

하트의 시도는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언어행위이론을 제시한 오스틴, (J. L. 

의 언어철학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Austin) .50) 첫째 권리 , “ ”
라는 단어 개념 가 아니라 가 권리를 가진다 라는 문장 진술 을 분석의 대( ) “X ” ( )

상으로 삼는다 둘째 그러한 진술이 수행하는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 , . 

하트가 개념 정의의 전통적인 형식을 피하고자 했음에도 결국에는 권리 개념

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집합 법체계 규칙에 따른 타인(= , ⒜ ⒝

의 의무 권리보유자의 선택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어떤 개념에 대한 단, )⒞

일한 정의를 거부하는 비트겐슈타인의 기본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선택 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는 하트의 개념 정의는 법적 권리의 특정한 ‘ ’
기능과 용법을 강조하는 하나의 개념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관. 

은 권리 보유자의 선택권과 지배력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 종류의 권리 

사례들을 잘 설명한다 하지만 권리가 보호하는 내용이 특별하게 중요하여 . 

권리 보유자조차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종류의 권리 사례들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논점들이 권리에 대한 의사설과 이익설의 기본적인 견해불일. 

치를 형성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트로부터 법적 권리 개념의 분석이 언어. 

행위이론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형식을 갖출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불구하고 어째서 권리 라는 하나의 단어로 지칭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 

앞의 책 주 면 번 각주Hart, ( 36), 35 , 15 . 
49) 김현철 앞의 논문 주 면 , ( 8), 137 .
50) 이에 대한 설명은 김현철 위의 논문 면 ,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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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가 사용되는 언어게임2. ‘ ’

권리의 개념과 언어가 현실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성

립하고 사용되는 방식에 따른다 첫째 권리 개념은 보유자 의 존재 . , ‘ ’(holder)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권리는 언제나 어떤 개별 주체에게 귀속되는 성질을 . 

가진다 따라서 권리는 주체를 수반한다 권리가 사용되는 문장은 때에 . . ― 

따라 표현상으로 생략되더라도 권리주체를 주어로 가질 때에만 사람들의 ― 

행동을 인도하고 평가하는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 ‘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문장과 특정한 개인 는 그가 소유한 자동’ ‘ X

차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문장에서 모든 인간 과 특정한 개인 라’ “ ” “ X”
는 권리주체의 존재를 빼고서는 권리의 의미를 밝힐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 

권리 개념의 분석에서 권리란 무엇인가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권리를 가‘ ’ ‘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권리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든 ’ . 

간에 권리가 그것의 보유자에게 어떤 규범적 효과를 낳는지에 관한 다양한 , 

개념관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익설이 잘 설명할 수 있는 권리 용법과 의사. 

설이 잘 설명할 수 있는 권리 용법은 구별된다. 

둘째 권리는 현실에서 행사되고 향유되는 것을 목적으로 타인을 향해 주, 

장된다는 성질을 가진다 권리는 언어의 형태로 즉 언어행위를 통해 주장될 . , 

때 의미를 가진다 특히 권리 개념은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복수의 주장들이 . 

정면으로 충돌하고 실천적 논증의 결론이 어느 한 쪽의 주장만을 참으로 판

단해야 하는 대립 상황 속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대립에서 참으로 인정된 권. 

리 주장만이 효력을 가진 진정한 권리 로 승인되고 그러지 못한 (real rights) , 

권리 주장은 근거 없이 주장된 것 으로 남게 된다(alleged rights) .51) 이것이  

권리라는 이름을 가진 법 도덕 정치 담론의 공용 통화 가 유통되고 · · (currency)

배분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권리 개념은 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실천적 논증대화 에(Diskurs)

51) 권리 언어가 대립 상황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는  Carl Wellman, A 
Theory of Rights: Persons Under Laws, Institutions, and Morals, 

Rowman & Allanheld,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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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되고 그러한 논증대화는 하나의 언어게임이다, .52) 누구에게 어떤 행 

위가 허용 금지 명령되는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실천적 논증· ·

에서 권리 개념은 먼저 전제 에 관한 진술에 투입되고 또 결론 에 관한 진‘ ’ , ‘ ’
술에서도 다시 사용된다 대전제에 해당하는 일반적 규칙이 구성요건과 그것. 

의 규범적 결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러한 명제들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
가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행위자 는 어떤 행위나 사태 에 대한 권리를 , X φ

가진다 와 같은 가언적인 권리 진술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 진술” . 

에는 실천적 논증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인 단계의 권리 개념이 포함

된다 논증의 결론은 따라서 행위자 는 어떤 행위나 사태 에 대한 권리. “ X φ

를 가진다 혹은 가지지 않는다 와 같은 판단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런 과정( )” , 

을 통해 어떤 권리는 구체화되고 문제 상황을 종결하는 규범적 힘을 가진다. 

권리 개념은 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에 관한 어떤 양상, 

의 규범적 지위가 정당한 몫 으로서 분배되는가를 결정하는 실천적 논증의 ‘ ’
요청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셋째 권리 가 사용되는 언어게임들 역시 규칙을 따른다 실천적 논증대, ‘ ’ . 

화의 특별한 경우인 법적 논증대화는 법체계를 구성하는 실정법에 한정되–
지 않는 넓은 의미의 규칙에 의거한다 논증의 세세한 형식과 절차 권위 - . , 

있는 해석자 혹은 판단자의 임명 언어의 형태를 가지는 법률 조항의 문언을 , 

해석하는 방법론 법적 삼단논법과 이익형량과 같은 법적 추론의 원칙 사법, , 

적 판단에 원용될 수 있는 논거 이유의 유형과 내용을 제약하는 원리 법치· , 

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치도덕적 가치 등이 그러한 규칙 전체를 구성한다 언. 

어게임의 규칙이 언어공동체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삶의 형식으로부터 주어

진다고 이해한다면 법적 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인간 공, ‘
동체에서 법의 개념은 무엇인가 에 대한 근본적 탐구까지 요청하게 될 것이’
다 권리 개념의 분석은 권리 언어가 사용되는 실천적 논증대화가 특유한 형. 

태의 언어게임으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권리 개념의 이러한 사용 맥락에 비추어 권리 이론의 출발점을 법적 권 ‘
리 로 삼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법의 영역에서는 ’(legal rights) . 

52) 앞의 책 주 면 이하 참고 Alexy, ( 2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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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주장들이 충돌하는 대립 상황에서 권위 있는 법적 원천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참으로 판단하는 논증이 쉴 새 없이 행해

진다 이러한 법적 논증대화는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특별한 경우에 .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와 구별되는 법적 논증대화의 특성은 , 

법체계의 존재를 언제나 전제한다는 점과 논증의 절차와 내용이 법규칙과 법

원리에 구속된다는 점이다.53) 그런 점에서 법적 권리를 모델로 삼아 분석하 

는 것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권리 개념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밝히는 데에 , 

유용하다 가 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완성된 형태의 권리 진술이 어. ‘X ’φ

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상은 법규범의 체계 속에서 

성립하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권리에 관한 이론이라면 마땅히 도덕적 권리까지 포함하는 권리 일‘
반 을 논의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54) 권리의 하위 개념인 법 

적 권리에서 출발하면 제도화된 법체계가 부여하는 법적 권리의 고유한 특징

들 강제 제재 구제수단의 존재 등 을 근거로 권리 개념을 설명해버리는 오( , , )

류를 범할 수 있고 권리 개념을 처음부터 편향되게 이해하여 권리가 가지는 ,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적 권리처럼 관. 

행적인 규칙 체계 속에 존재하는 권리의 성질을 먼저 탐구함으로써 다양한 , 

종류의 권리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도덕적 권리 등으

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접근법도 있다.55)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 모두 한  

종류의 권리 로서 가지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일관되게 수용한‘ ’ ― 

다면 물론 가족유사성의 관계에 있을 공통 요소를 찾고자 한다면 실정, , ― 

법상의 다양한 권리 사례들과 수많은 법적 사안들을 재료로 삼아 법적 권리

를 분석하는 것이 명료성을 잃지 않은 채로 실행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법체계 속에서 성립하고 사용되고 작동하는 고유한 맥. 

53) 앞의 책 주 면 이하 참고 Alexy, ( 24), 261 .
54) J. Raz, “Legal Rights”, in Jules L. Coleman(ed.), Rights and their 

foundations 면 김현철 앞의 논문 주, Garland Publishing, 1994, 67-71 . , ( 8), 

면17-8 .
55) L. W. Sumner, The Moral Foundation of Rights, Clarendon Press, 

면1987,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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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속에서 소유권 개념을 탐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법체계가 확립된 제도적, 

인 조건에서 법규범에 의해 부여되는 법적 권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

이다.

법적 권리 분석의 목적과 방법3. 

권리나 소유권과 같은 법적 개념을 분석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러한 

개념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여 규범적 제도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개념이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 

는 어떤 행위 혹은 사태 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형식의 권리 주장“X ”φ

과 는 어떤 물건 의 소유자다 는 어떤 물건 에 대한 권리를 가진“X A ”, “X A

다 라는 형식의 소유자성 혹은 소유권 주장이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
진술인지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법은 권리란 무엇인가 와 소유. ‘ ’ ‘
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직접 답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러한 ’ . 

개념들의 정교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작업이 종료된 . 

이후에도 권리 자체와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추상적 ‘ ’ ‘ ’ 개념에 머무르겠지만, 

우리는 권리를 ‘ 가진다는 것 과 소유자 ’ ‘ 라는 것 의 다양한 의미들을 분석함으 ’
로써 어떤 행위를 허용 금지 명령하는 규범적 명제들의 특정한 집합으로 이· ·

루어진 구체적인 개념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법적 권리 개념을 . 

분석하는 요점은 어떤 권리 진술을 법적 논증대화라는 언어게임에 참여하고 (

있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 명제로 번역하는 데) 

에 있다 호펠드 가 제시한 법의 기본 관념들 은 그런 분. (W. N. Hohfeld) “ ”
석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56)

56) W. 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Yale Law Journal 면, Vol. 23, 1913, 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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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권리 개념의 복합 구조3 

제 절 권리의 양상1 

소유권은 권리의 특별한 종류이다 따라서 소유권 개념의 분석은 권리 개. 

념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의 특별한 종류이다 우리는 권리 개념의 구성요소. 

와 내적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을 하나의 분석 모델로 삼아서 소유권에 적용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적 권리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적. . 

인 목표는 권리는 “ 호펠드 요소들 의 집합이다 라는 (Hohfeldian incidents) ”
명제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 목표는 소유권은 , “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

(Hohfeld-Honoré 의 집합이다 라는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incidents) ”
이다 이번 장에서는 영미법학의 현대적 고전이라 할 만한 호펠드의 권리 분. 

석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다음 장에서 오노레, (A. M. Honoré 의 소유자성)

분석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ownership) .57)

벤담의 분석1. 

세기 초반에 발표된 호펠드의 논의를 검토하기 전에 세기 초반20 , 18-19

에 걸쳐 집필된 벤담의 권리론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벤담을 언급.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벤담의 논의가 시간상으로 선행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벤담의 이론은 한 세기 이후 호펠드의 작업을 어느 정도 미리 보여주는 것

이었다.58) 벤담이 제시한 권리의 세 가지 주요 양상 유형이 이후 호펠드의  ·

57) 이 연구에서는 개념을 소유권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ownership 

이해하여 소유자성 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해당 개념의 의미와 번역‘ ’ . 

어 선택에 관한 문제는 제 장 제 절에서 다룰 것이다4 1 . 
58) 앞의 책 주 면 이하 벤담의 권리 이론에 대한 설명도 하트가 같 Hart, ( 28), 162 . 

은 글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바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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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체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논의가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고 , 

또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는지 견주어보면 호펠드의 분석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벤담은 위법행위 용역 의무처럼 법을 구성하는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 , 

통해 권리 개념을 설명한다 권리는 무엇보다 법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 

립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인정된다(established) (granted).59) 

먼저 두 가지 기본적인 종류의 권리가 의무와의 관계를 통해 구별된다.60) 첫  

번째 종류의 권리는 법적 의무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권리로서 특정한 행위, 

를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이다 두 번째 종류의 권리는 법적 의무의 부과에 . 

의하여 생겨나는 권리로서 벤담이 용역 이라고 표현하는 타인의 작위 혹, ( ‘ ’ ) 

은 부작위에 대한 권리이다 전자는 허용적인 법 에 기초. (permissive laws)

를 두고 후자는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강제적인 법, (coercive 

에 기초를 둔다laws) . 

그런데 이런 권리들이 의무에 관한 서술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여 다시 , 

말해 의무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하여 권리 개념의 독자적인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벤담의 공리주의 법철학에 따르면 법은 누군가에게 . ,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사람의 자연적인 자유를 제약하는 악 을 발생시‘ ’( )惡

킨다 그러한 고통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런 의무의 내용인 용역. 

작위 혹은 부작위 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져다주는 선 뿐이다 이때 타인( ) ‘ ’( ) . 善

의 의무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의 지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권리 개념

이다 권리의 본질 기능에 관한 이익설의 고전적인 버전인 벤담의 혜택설. ·

은 이렇게 법적 의무의 부과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benefit theory)

수 있는가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인 것이다.61)

하트는 벤담이 구분한 두 가지 권리들을 순서대로 ‘자유권’(liberty-right),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 라고 칭한다 이는 ’(right correlative to obligation) .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호펠드의 체계에서는 내용상으로 완전히 일치― 

59) 앞의 책 주 면 Bentham, ( 30), 181 . 
60) 이에 대한 설명은 앞의 책 주 면 참고 Hart, ( 28), 164-6 .
61) 그런 점에서 벤담이 추구한 입법과학은 도덕원칙에 따르는 완전한 법체계의 수 

립에 관한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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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상으로 호펠드가 사용한 , 

고유한 의미에서 특권 혹은 자유 엄격한 의미에서‘ ’(privilege) ‘ ’(liberty), ― 

의 권리 혹은 청구권 에 대응시켜 비교해볼 수 있는 것이다‘ ’ ‘ ’(claim) .62)

벤담이 제시하는 세 번째 종류의 권리는 바로 ‘권능 이다’(power) .63) 호펠 

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법적 권능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가장 단순한 . , 

유형은 법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

거나 그것에 간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권능은 특. 

수한 종류의 자유권인데 사물이나 신체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동, ) ⅰ

으로 한정된다는 점 타인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 ) ⅱ

를 지는 특정 행동이 권능의 보유자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다

른 자유권들과는 다르다. 

세기에 새로 출판되기 시작한 벤담 전집의 편집자이자 벤담 연구자이기21

도 한 하트는 벤담의 권리론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리에 관

한 중요한 통찰들을 제공했다.64) 그는 자유권이 법적 권리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타인의 의무가 형성하는 일정한 보호울타리 가 (protective perimeter)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고 일면적 자유권과 양면적 자, (unilateral) (bilateral) 

유권을 구별함으로써 권리의 분석이 더 정교해지도록 했다 이런 사항들은 . 

호펠드의 분석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에도 중요하다.    

62) 앞의 책 주 면 참고 Hart, ( 28), 164 . “Bentham distinguishes three principal 

kinds of right which correspond roughly to Hohfeld’s ‘claim-right’, 
‘liberty’ or ‘privilege’, and ‘power’”

63) 위의 책 면 벤담이 권리를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 혹은 타인의  Hart, , 169-70 . ‘ (

용역에 대한 권리 자유권 권한 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알렉시가 권리 라고 )’, ‘ ’, ‘ ’ ‘ ’
부를 수 있는 지위를 어떤 것에 대한 권리 자유 권한으로 삼분한 것, , ① ② ③ 

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다 알렉시 앞의 책 주 면 본문과 번 각. , ( 7), 230 , 47

주 참고.
64) 위의 책 면 Hart, ,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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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펠드의 분석2. 

법적 권리에 대한 이론 혹은 법적 권리를 모델로 도덕적 권리까지 설명, 

하려는 현대적 논의들은 호펠드의 “법적 기본 관념들”(fundamental legal 

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양분될 수 conceptions) 

있다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웰만 은 법적 권리 이. (Carl Wellman)

론이 적절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펠드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

조하는데 호펠드의 분석이 허용 금지 명령이라는 규범적 양상에 관하여 권, · ·

리 언어가 가지는 애매함 을 해결하고 법의 기본 관념을 (modal ambiguity) , 

구체적인 행위 혹은 법적 결과와 연결시켜 법적 권리 진술의 실천적인 중요

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65) 섬너 또한 권리의  (L. W. Sumner) 

분석에 관해서는 호펠드의 분류로부터 제대로 된 탐구가 시작되었다고 평가

한다.66) 두 사람 모두 호펠드가 제시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여 법적 권 

리부터 도덕적 권리까지를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이처럼 세기 이후의 법철. 20

학에서 호펠드의 분석이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하다 호펠드 이후에 전개된 . 

권리에 관한 수많은 분석들은 호펠드가 시작한 작업에 자신이 종지부를 찍으

려는 다양한 노력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67) 물론 그들이 호펠드에게서  

수용한 부분뿐만 아니라 호펠드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까지 살펴봐야 ,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호펠드의 분석을 살펴본다. .

권리 라는 용어에 대한 호펠드의 주장(1) “ ”

호펠드는 당대 법률가와 법관의 언어를 세심하게 고찰함으로써 법에서 사

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관념들을 아래 표 과 같이 대응관계< 1> (Correlatives)

와 부정관계 의 도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기본 (Opposites) , 

관념들이 얼마나 독특하고(sui generis 상이한 성질을 가지는지를 밝히고자 ) 

65) Carl Wellman, “Legal Rights”, in Carl Wellman(ed.), Rights and 
Duties: Conceptual Analyses of Rights and Duties, Routledge, 2002, 

면171 .
66) 앞의 책 주 면 Sumner, ( 55), 18 .
67) 앞의 책 주 에서 저자는 새로운 호펠드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Rainbolt, ( 33) .



- 34 -

했다 여덟 개의 수효로 나타나는 그 관념들은 법의 최소 공통분모. “ ”(the 

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lowest common denominators of the law) ,68) 

모든 법률관계는 이런 관념들이 구성하는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들로 환

원될 수 있다 그는 마치 화학자처럼 법의 복합적인 개념들을 더 기본적인 . 

구성요소로 쪼개었다.69) 화학의 비유를 계속 활용하자면 호펠드의 기본관념 , 

들은 거대한 법체계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원자 에 해당한다‘ ’(atom) .

표 법적 기본 관념들의 대응관계와 부정관계< 1> 70)

권리

(right)

특권

(privilege)

권능

(power)

면제

(immunity)

대응관계

(Correlatives)

의무

(duty)

권리 없음-

(no-right)

책임

(liability)

권능 없음-

(no-power)

부정관계

(Opposites)

권리 없음-

(no-right)

의무

(duty)

권능 없음-

(no-power)

책임

(liability)

호펠드는 왜 이런 작업을 시도하였을까 그것은 미국의 법 현실에서 법률? 

가와 법관들에 의하여 권리 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엄“ ”(rights) , ‘
격한 의미에서의 권리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들에서는 특권’ ‘ ’
혹은 자유 권능 면제 라고 구별하여 명명해야 마땅한 관념들까지도 지( ‘ ’), ‘ ’, ‘ ’
칭하고 있는 현상을 그가 비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71) 호펠드는 권리라 

68) 앞의 논문 주 면 Hohfeld, ( 56), 58 .
69) 호펠드를 화학자로 비유하며 그의 방법을 소개한 문헌은  Gerald J.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Common Law 

World 면, Springer, 2011, 99 .
70) 위의 논문 면 여기서 호펠드는 면제와 대응관계에 있고 권능과  Hohfeld, , 30 . 

부정관계에 있는 관념을 무능력 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을 권능 없“ ”(disability) , “ -

음 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같은 논문 면 이 논”(no-power) . Hohfeld, , 55 . 

문에서는 관념 간의 관계가 더 잘 드러나는 표현으로 권능 없음 을 사용한다“ - ” . 

이런 용어 선택에는 현행 법률용어상으로 무능력 이 의사무능력 과 책임무능“ ” ‘ ’ ‘
력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

71) 위의 논문 면 Hohfeld, , 30 . 



- 35 -

는 용어를 그렇게 느슨하게 사용하는 언어 관행이 심지어는 대법관들에 의해 

승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법의 문제에 관한 명료한 이해 예리한 진술 참된 해법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방해“ , , 

물 가운데 하나는 모든 법적 관계들이 권리 와 의무 로 환원될 수 있고 따라서 그“ ” “ ” , 

러한 범주들이 심지어 신탁 과 같은 더 복합적인 법익들 을 분(trust) (legal interests)

석하는 데 적합하다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가정으로부터 발생한다.”72)

법적인 언어 관행 속에서 여러 관념들이 권리 라는 표현을 공유하고 있“ ”
지만 정확하게 규정된 의미의 권리는 특권 권능 면제와 규범적 성질이 완, , , 

전히 다르다 특히 엄격한 의미의 권리 와 호펠드적 의미의 특권 후대에는 . ‘ ’ ‘ ’(
주로 자유 라고 불린다 의 경우 그러한 지위를 보유하는 주체와 상대방의 “ ” ) , 

규범적 관계가 전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법적 추론에서 반드시 세밀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관념들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권 이라는 용어로 언급. “ ”
되어야 할 관계에 대해서도 권리 라는 용어가 마구잡이로 사용되어 혼란을 “ ”
낳고 있다는 것이다.73) 용어의 동일성은 그러한 용어로 표현되는 다양한 관 

념들까지도 같은 것이라고 혼동하도록 만든다 이런 잘못된 용법은 사법적 . 

추론을 불합리하게 만들고 그릇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해악을 낳는, 

다.74)

따라서 호펠드의 이론을 수용한 후대의 이론가들이 호펠드의 분석을 두고 

권리 의 ‘ ’ 범주, 유형, 양상, 구성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작업이라고 해석 

하는 것은 흥미롭게도 정작 호펠드 자신의 주장과는 상충하는 것이다 호펠. 

드는 오직 상대방에게 의무가 존재하는 법적 관계에서만 권리 라는 용어를 “ ”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75) 그는 그렇게 적절하게 제 

한되어 사용되는 권리 와 바꿔 쓸 수 있는 최선의 용어로 청구권“ ” “ ”(claim)

72) 앞의 논문 주 면 Hohfeld, ( 56), 28 .
73) 위의 논문 면 , 33 .
74) 위의 논문 면 , 37 . 
75) 위의 논문 면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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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어를 제안했다.76) 권리 라는 말이 너무 느슨하게 사용되고 있으므 “ ”
로 청구권 이라는 표현을 쓰면 덜 혼란스럽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 ” . (

제로 이후에 대다수가 호펠드적 의미의 권리 를 대체하여 청구권 을 사용“ ” “ ”
하게 된다 호펠드가 법의 기본 관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권리에 관하여 .) 

제기한 특유한 주장은 오직 상대방의 의무가 상응하는 관계에 대해서만 권“
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호펠드가 권리 에 대” , “ ”
한 한 가지 규정적 정의 를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권(stipulative definition)

리 언어 용법을 개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해야 한다.77) 

권리 언어의 용법에 관한 쟁점을 차치해두고 지금부터는 호펠드가 직접  , 

대안으로 제안하였고 실제로 더 널리 쓰이는 청구권 자유 권능 면제‘ ’, ‘ ’, ‘ ’, ‘ ’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호펠드 기본 관념들의 내용을 정리해두고자 한다 법.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 이라는 표현을 여‘ ’, ‘ ’, ‘ ’
기에 쓰지 않는 이유는 호펠드 자신이 법적 기본 관념들을 권리의 제 유형

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 , (원자 수준의 ) 

호펠드 요소로서의 청구권 과 ‘ ’(claim) (분자 수준의 권리 유형으로서의 청구 ) ‘
권 이 분석적인 수준에서 구별된다는 논의를 전개할 것이기 ’(claim-rights)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논증한 다음에 용어에 관한 혼란도 해결하고자 한다. .

76) 여기서 의 번역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은 무언가를 청 “claim” . “claim”
구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자격, ·

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후자를 의미할 때는 청구권 이라고 번역하는 . “claim” “ ”
편이 애매함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호펠드도 을 와 교환하여 사. “claim” “right”
용할 수 있는 용어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을 하나의 권리. “claim”
가 아니라 어떠한 권리를 구성하는 원자 수준의 기본 요소로서 사용하고 또 권, 

리의 한 유형으로서 청구권 에 대응하는 단어는 가 따로 있다“ ” “claim-rights”
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펠드가 하나의 법. 

적 관념으로 을 설명한 부분까지는 그것을 청구권 이라고 표현하고“claim” “ ” , 

그런 관념들이 권리를 구성하는 원자적 요소임이 밝혀진 다음부터는 청구권“ 요

소 라고 표현하여 권리의 기본 유형인 청구권 과 구별하고자 한다” “ ” .
77) 앞의 논문 주 면 웰만은 권리의 엄격한 의미에 대한 호펠 Wellman, ( 65), 173-4 . 

드의 규정이 임의의 규정적 정의 이며 “ ”(an arbitrary stipulative definition)

그것을 통해 다른 이론들을 일축하는 것은 독단적인 일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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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펠드의 법적 기본 관념들(2) ‘ ’78)

호펠드의 법적 기본 관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법적 주체(legal person)

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허용 해야 하고 명령 해서는 안 되는지 금( ), ( ), (

지 를 나타내는 규범적 지위 들이다 여덟 가지 규범적 ) (normative position) . 

지위들은 법적 유리함 과 (advantage) 법적 불리함 으로 크게 구(disadvantage)

분할 수 있다.79) 보통의 경우 청구권 자유 권능 면제의 지위에 있는 것은  , , , 

그 사람에게 이득 이 되는 일이고 그에 각각 상응하는 의무 청구권(benefit) , , 

없음 책임 권능 없음의 지위에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담 이 되- , , - (burden)

는 일이다 어떤 하나의 행위 사태를 두고 양방 당사자는 각각 하나씩의 지. ·

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호펠드의 기본 관념들은 둘씩 짝을 이뤄 , ‘호
펠드 규범관계들 을 형성한다 법적 유리’(Hohfeldian normative relations) . 

함에 해당하는 지위 하나와 법적 불리함에 해당하는 지위 하나가 결합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법적 관계를 이룬다 이 법. 

적 관계들을 기본적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하나의 호펠드 관계‘ ’
가 다른 호펠드 관계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구권 자유 권. , , 

능 면제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호펠드가 비판하고자 했던 넓은 의미에서 , ( ) 

권리 의 보유자라고 칭할 수 있고 반대로 의무 청구권 없음 책임 권능“ ” , , - , , -

없음의 지위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의무 의 보“ ”
유자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 놓인 두 사람의 법적 관계 역시 . 

넓은 의미에서 권리의무 관계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호펠드의 법적 관“ ” . 

념들은 언제나 이러한 관계로 결합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고려할 때에만 , 

그런 관계들의 논리적 형식과 법적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대응관계에 있는 규범적 지위들은 논리적으로 서로 동치인 명제를 진술하

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청구권 자유 권능 면제 관념을 사용한 명제들을 . , , , 

각각 순서대로 의무 청구권 없음 책임 권능 없음 관념을 사용한 명제들로 , - , , -

변환 번역될 수 있고 법적 유리함의 관점에서 진술된 앞의 네 가지 명제와 · , 

78) 호펠드의 법적 기본 관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김도균 권리의 문법 박 , , 

영사 면, 2008, 6-21 .
79) 이런 분류에 대해서는 앞의 책 주 면 Sumner, ( 55),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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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법적 불리함의 관점에서 진술된 뒤의 네 가지 명제는 하나의 

동일한 규범적 관계 상태 사태를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하나의 사태에 대한 · · . 

청구권 진술과 의무 진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제 네 가지 규범. 

적 관계를 따로 떼어 살펴보겠다. 

청구권 과 의무1) (claim) (duty)

호펠드 관계에는 언제나 두 명의 당사자가 존재하며 상대방이 없이는 그, 

런 규범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호펠드 관념들은 항상 관. ‘
계적 인 것이다 는 에 대하여 어떤 행위 혹은 사태 에 대한 ’(relational) . “A B φ

권리를 가진다 라는 다의적인 권리 진술은 가 에게 어떤 행위 혹은 사태 ” A B

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권리주체가 청구. ‘φ

권으로서의 권리 를 가질 때 권리상대방은 그러한 청구를 받아들여 이행해’ , 

야 할 의무를 가진다 벤담은 이러한 종류의 권리를 그것의 원천에 있어 의. “
무에 의해 수립된 권리 라고 하였다” .80) 청구권에는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상 

대방의 의무가 대응한다.81) 이러한 대응관계는 논리적으로 필연성을 가진다 . 

호펠드의 분석 체계에서 상대방이 의무에 있게 되는 규범적 지위를 청구권“ ”
이라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 에게 어떤 행위 혹은 사태. “A B φ

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명제는 는 에 대하여 어떤 행위 를 실행하거나 ” “B A φ

어떤 사태 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라는 명제와 동치이다 이런 형식” . φ

의 논리적 관계는 자유와 청구권 없음 권능과 책임 면제와 권능 없음의 관- , , -

계에서도 동일하다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의 지불을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가, 

진다 토지소유자가 자신을 제외한 모든 타인들에게 자신의 소유지에 들어오. 

지 못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토지소유자에 대하, 

여 그의 소유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두. 

고 전자를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in personam: 대인적 청구권으로 후자를 ) , 

모든 혹은 상당한 다수의 타인에 대한( ) (in rem: 대세적 청구권으로 분류할 ) 

80) 앞의 책 주 면 Bentham, ( 30), 185 .  
81) 이러한 권리 의무 대응관계 명제에 대해서는 김도균 앞의 책 주 면 ‘ - ’ , ( 7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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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대인적 청구권의 전형적인 사례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있. 

고 대세적 혹은 물권적 청구권의 전형적인 사례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 ( ) 

제청구권이 있다.

자유 와 청구권 없음2) (liberty) - (no-claim)

는 에 대하여 어떤 행위 혹은 사태 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다의“A B ”φ

적인 권리 진술은 가 에 대하여 어떤 행위 혹은 사태 에 관한 특정한 의A B φ

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규범적 지위에 있는 . 

사람은 그러한 행위 사태 에 관하여 자유 를 가진다 법적 자유가 인정되는 · “ ” . φ

영역에서는 자기 의사대로 행동하는 것이 단순히 허용 될 뿐이다“ ” .82) 벤담은  

이런 종류의 권리를 그 원천에 있어 의무의 부재로부터 존재하는 권리 라고 “ ”
하였다.83) 법이 침묵하는 영역에서 의무의 부과를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되 , 

지 않은 것은 일응 허용된다 이런 의미의 자유는 의무 없(prima facie) . ‘ -

음 의무의 부정 과 같은 것이다 가 에 대하여 어떤 행위 혹은 사태 에 ’( ) . A B φ

관한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필연적으로 다음을 의미한다 는 . B A

에 대하여 어떤 행위 혹은 사태 에 관하여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φ

즉 권리 보유자가 자유 의 상태에 있을 때 권리 상대방은 청구권 없음 의 , ‘ ’ , ‘ - ’
상태에 있는 대응관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내가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의 . 

인생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유를 가진다 함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

련하여 그 친구와 특정한 의무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 친구는 , 

나를 향하여 내 인생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

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런 호펠드적 자유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홉스적(Hohfeldian) 

자유와는 다른 것이다(Hobbesian) .84) 호펠드의 자유는 언제나 모종의 규 

범적 체계 특히 법체계 를 전제하는 것이다 호펠드 관념들은 어떤 규범체계 ( ) . 

82) 호펠드의 특권 대신 허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permission) . 

W. A. Edmundson, An Introduction to Rights, Cambridge University 

면Press, 2012, 73-76 .
83) 앞의 책 주 면 Bentham, ( 30), 185 .
84) 이에 대한 설명은 앞의 책 주 면 Postema, ( 69),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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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주체들이 형성하는 관계를 표상하기 때문에 규범질서가 존재하지 않, 

고 따라서 그에 따른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똑같은 형식의 권리 진술이지만 그것이 청구권으로서의 권리 인 ‘ ’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가지고 그것이 자유로서의 권리 인 경우에는 상, ‘ ’
대방이 청구권을 결여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처럼 어떤 권리 주장이 청구. ‘
권과 의무 의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유와 청구권 없음 의 관계’ , ‘ - ’
를 내용으로 하는지에 따라 타인에게 부과되는 규범적 상태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호펠드는 두 가지를 제대로 구별하는 것이 그토록 . 

중요하고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제안, 

했던 것이다. 

권능 과 책임3) (power) (liability)

청구권과 자유가 구체적인 행위 혹은 사태에 관한 권리 보유자의 규범적 

지위였다면 권능이란 의사의 행사를 통해 보유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규범, 

적 지위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한다 어떤 사람의 의지에 (ability) . 

기초한 지배력이 특정한 법률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경우에 그 , 

사람은 그러한 관계에 대해 특정한 법적 결과를 가져오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힘 을 가진다(power) .85) 그러한 힘의 법률적인 표현이 바로  

권능 이다 물리적 힘이 물리적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인 것과 “ ” . 

마찬가지로 규범적인 힘 권능 은 규범적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 (= )

력이다.86) 그리고 권리 라는 용어는 때때로 이러한 권능을 가리키기도 한 “ ”
다 권능의 대표적인 사례는 소유권에 포함되는 처분의 권능이다 어떤 물건. . 

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자신의 의사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유권 일체를 

이전시킬 수 있다 이때 원래 소유자는 그간 가졌던 소유자로서의 규범적 지. 

위들 전부를 상실하게 되며 새로운 소유자는 소유자로서의 규범적 지위들 , 

전부를 새로 가지게 된다 법적 권능의 보유자는 자신과 타인의 법률관계에. 

서 이러한 종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계약 매매 유언. , , , 

85) 앞의 논문 주 면 Hohfeld, ( 56), 44 . 
86) 앞의 책 주 면 Postema, ( 69),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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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혼 등을 통해 누군가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떠올리면 권능, 

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다. 

반대로 타인의 권능 행사에 종속되어 있는 지위 다시 말해 타인이 권능, 

을 행사할 경우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자신의 규범적 지위가 변경되

는 처지를 책임 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의 권능에는 “ ”(liability) . A B

의 책임이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서 책임 이라는 단어는 의 . “ ” “liability”
의미를 제대로 온전히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권능에 대응하는 호펠. ‘
드적 책임 은 권능을 가진 사람의 처분과 지배 아래에 ’(Hohfeldian liability)

놓인 종속적인 상태를 의미한다.87) 앞으로 책임 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의미 “ ”
의 를 의미하는 것이다“liability” .

면제 와 권능 없음4) (immunity) - (no-power)

가 와의 법률관계에서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결핍하였A B

을 때 는 면제 라는 상태에 있게 된다 면제란 말 그대로 호펠드적 의, B “ ” . ‘(
미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이다 이는 상대방의 권능 행사로부터 해방) ’ . 

되어 있는 지위를 뜻한다 면제와 논리적 대응관계에 있는 지위는 권능 없. “ -

음 혹은 무능력 이다 가 면제 상태에 있다면 는 반드시 권능 없음 상”( “ ”) . B A -

태에 있다 권능과 면제 사이의 대조적인 관계는 청구권과 자유 사이의 대조. 

적인 관계와 그 성질이 같다 자유는 타인의 청구권 없음 과 동치이고 면제. ‘ - ’ , 

는 타인의 권능 없음 과 동치이다 달리 표현하면 자유란 타인의 청구권으로‘ - ’ . 

부터의 해방이고 면제란 타인의 권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런데 이러한 , . 

면제 상태도 권리 라는 용어로 표현되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 . , 

입법부가 입법형성권을 행사함으로써 시민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애당초 가지지 않는 종류의 권리들 즉 헌법상 불가침의 권리들이 면, 

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87) 김도균 앞의 책 주 면 , ( 7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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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펠드 규범 관계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3) 

호펠드 이론의 요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로 서술할 수 있다.

여덟 가지 법적 기본 관념들은 서로 대응하는 것들끼리 쌍을 지어 하나의 고유한 , ⒜ 

규범 관계를 형성한다. 

규범 관계들 사이에도 논리적 관계가 존재한다.⒝ 88)

이 명제들이 호펠드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 원리이다 우선 특정한 . 

행위 혹은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규범적 지위들을 나타내는 청구권 자유 의 , , 

무 청구권 없음은 다음과 같은 사각형에 배열할 수 있다, - .89)

그림 청구권 자유 의무 청구권 없음 사이의 논리적 관계< 1> , , , -

청구권< >
는 에 대하여A B

행위 혹은 사태 를φ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응관계 ← →

의무< >
는 에 대하여B A

행위 혹은 사태 를φ
실행 실현할 의무가 있다· .

            ↑

부정관계

            ↓

모순

관계

  ↑

부정관계

  ↓

청구권 없음< - >
는 에 대하여A B

행위 혹은 사태 를φ
청구할 권리가 없다.

자유< >
는 에 대하여B A

행위 혹은 사태 를φ
실행 실현할 의무가 없다· .

대응관계 ← →

88) 호펠드가 제시한 법적 관계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주목하는 설명은 알렉시 , 

앞의 책 주 면 이하( 7), 249 .
89) 네 가지 규범적 지위들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의 형식은 알렉시 위의  , 

책 면 참고 모순관계를 나타내는 선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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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호펠드 관계 자체의 형성 변경 폐지에 관한 · · 이차적인 규범적 지

위들인 권능 면제 책임 권능 없음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각형에 , , , -

배열할 수 있다. 

그림 권능 면제 책임 권능 없음 사이의 논리적 관계< 2> , , , -

권능< >
는 에 대하여 A B
규범관계 을R

형성 변경 폐지할 수 있는 · ·
권능이 있다.

대응관계 ← →

책임< >
는 의 권능 행사에B A
종속되어 있는 

책임의 지위에 있다.

            ↑

부정관계

            ↓

모순

관계

  ↑

부정관계

  ↓

권능 없음< - >
는 에 대하여A B
규범관계 을R

형성 변경 폐지할 수 있는 · ·
권능이 없다.

면제< >
는 의 권능 행사에B A
해방되어 있는

면제의 지위에 있다.

대응관계 ← →

여덟 가지의 호펠드 관념들은 이렇게 두 개의 대칭적인 사각형에 모두 논

리정연하게 배열될 수 있다.90) 이런 논리적 체계 속에서 법의 원자적 관념들 

은 상호규정된다 호펠드는 법적 관념들을 개별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 

각 관념을 정교하게 구축한 상호관계의 체계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그런 관념

90) 이런 사각형은 곧바로 형식논리학의 대당사각형 을 연상시킨다 그런 점에서  ‘ ’ . 

호펠드의 권리 분석을 규범논리학 의 체계로 설명하고자 하는 (deontic logic)

시도는 자연스럽게 보인다 관련 연구로는 . R. E. Robinson, S. C. Coval, J. 

C. Smith, “The Logic of Rights”,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면 알렉시 또한 그런 점에 주목하여 호펠드의 이론Vol. 33, 1983, 267-278 . 

을 분석하였다 알렉시 앞의 책 주 면 이하 관련 언급은 번 주석 참. , ( 7), 249 , 96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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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해명하였다.91) 이렇게 호펠드는 여덟 가지 법적 기본 관념을 구별하여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규범적 지위들 각각의 고유한 의미와 논리적 형식을 ,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대응 부정관계 그리고 그런 관념들, · , 

이 사법적 추론에서 구체적인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는 데에 적용되는 방법까

지 보여주고자 노력했다.92) 

호펠드 이론의 쟁점 평가 함의3. , , 

호펠드 이론에 관한 쟁점(1) 

호펠드가 행한 권리의 분석 에는 많은 쟁점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논‘ ’ . 

의에 유관한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권리 청구권 으로서의 권리 와 의무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 (‘ ’ )

정당화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법적 유리함에 속하는 규범적 지위들 가운. 

데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의무라는 강한 제약을 부과한다 타인에게 이런 종. 

류의 규범적 제약을 부과하는 작용은 정당화를 요청한다 의무를 관계적인 . 

것 의무 수행의 상대방 있음 과 비관계적인 것 의무 수행의 상대방 없음 으(= ) (= )

로 구별할 때 그러한 , 관계성의 근거가 문제가 된다 어떠한 의무는 왜 상대. 

방을 가지는가 한편 청구권은 언제나 관계적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존재를 ? (

늘 수반하고 특정한 상대방을 향하여 요구되는 ), 방향성 을 가(directionality)

지는데 물론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청구권 보유자를 향해 정확히 반대 방향(

의 방향성을 가진다 그러한 ), 방향성의 근거도 문제가 된다.93) 법적 관계의  

논리적 형식에 관한 호펠드의 이론이 답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한 서로 다

른 두 가지 설명이 바로 권리에 대한 이익설 과 (Interest/Benefit Theory) 의

사설 이다(Will/Choice Theory) .94) 이렇게 정당화를 요청한다는 사실에 비 

91) 앞의 책 주 면 Postema, ( 69), 99 .
92) 앞의 논문 주 면 Hohfeld, ( 56), 58 . 
93) 의무와 청구권의 관계성 방향성에 관한 문제는 앞의 책 주 · Sumner, ( 55), 24-5

면 참고.
94) 이익설과 의사설을 의무와 청구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설명으로 보는 입장은 위의 책 면Sumner, , 40-53 ; Jeremy Wald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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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보면 청구권과 의무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논리적인 관계 이상의 규범, 

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권 의무 관계 외에 다른 호. -

펠드 관계의 경우에도 규범적 지위들 간의 관계성과 방향성에 관련하여 정당

화를 요청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제 권. , -

능없음 관계를 생각해보자 헌법상 불가침의 권리가 면제 로서 입법자가 그. ‘ ’
러한 권리에 관한 입법형성 제한에 있어 권능 없음 의 상태에 있도록 만드· ‘ - ’
는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국가를 포함한 상대방에게 규범적 제? ( ) 

약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봐야 일관될 것이다 이런 문. 

제는 권리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논의에 해당한다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이. 

론적 자원은 호펠드 분석 체계 바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자유가 하나의 법적 권리로서 의의를 ,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95) 앞서 본 것처럼 자유는 상대방이 청구권 없 , ‘ -

음 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자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특정한 의’ . 

무의 제약이 없는 영역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 

허용 에 불과하다 타인들이 그러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그러한 행‘ ’ . , 

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형법 민법 등에 의해 부. ·

과되는 일반적 의무를 지키는 선에서 한 사람의 자유에 따른 행동을 방해할 ,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청구권과 일반적 의무의 보호 . 

울타리를 결여한 자유는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같은 것이다.96) 이처럼 자 ‘
유 라는 하나의 호펠드 요소 단독으로는 현실에서 권리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
어렵다는 사실은 어떤 권리가 진정으로 권리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 안에 복수의 호펠드 요소들이 일정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적인 질문을 제기하도록 이끈다 이 문제는 본장의 제. 

절에서 다룰 것이다2 .

“Introductions”, in Jeremy Waldron(ed.), Theories of Rights, Oxford 

면University Press, 1984, 9-12 .
95) 청구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도균 앞의 책 주 면 참고 , ( 78), 13-17 . 
96) 앞의 책 주 면 Hart, ( 28), 179-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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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펠드 이론에 대한 평가(2) 

호펠드는 권리 언어의 애매성이 낳는 폐해에 주목하여 권리 라는 단어의 “ ”
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 

로 호펠드의 시도는 실패했다 권리는 호펠드가 규정한 좁은 의미의 권리. (=

청구권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유리함 들을 가리키는 ) (legal advantage)

용어로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언어적 실천이 권리 개념의 복합적인 구, 

조를 유지시키고 있으며 학술장에서 호펠드의 분석은 흔들림 없이 권리의 , ‘
분석 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되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을 받아들’ . 

인다면 호펠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개혁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권리, . 

와 같은 법적 개념의 의미는 법관 법률가 법학자 소송의 당사자들이 참여, , , 

하는 법적 논증대화라는 언어게임의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아무리 , 

개념적 분석적 명료성을 추구하기 위한 일이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임의로 ·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호펠드가 제시한 하나의 명제로 시야를 좁힐 것이 아니라 호펠드, 

의 분석 체계 전체를 조망한다면 호펠드의 이론적 시도는 권리의 다양한 , ‘
양상 을 명료하게 밝힌 것으로서 큰 이론적 성과를 낳았다 법적 언어의 관’ . 

행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권리 라는 단어의 개념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 ’
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호펠드의 이론을 권리의 분석 으. ‘ ’
로 해석하여 받아들일 때에 권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호펠드의 권리 분석은 다의적인 권리 언어를 구체적 행위 혹은 사태에 관

련된 두 당사자들의 규범적 지위 관계로 명료하게 번역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에 유용하다.97) 그것은 권리 언어를 인간 행위 

에 연결시킴으로써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우리는 여기(intelligible) . 

에서 추상적인 법적 개념을 고통과 쾌락을 낳는 구체적 행위와 연결시켜 명

료하게 분석하고자 했던 벤담의 기획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펠드. 

의 분석은 법적 권리에 관한 진술에 숨어 있는 복잡성을 드러낸다 생명권. “ ”
이나 소유권 과 같은 짧은 이름에 가려진 권리에 관한 진실을 보여줄 수 “ ”
있는 것이다 생명권 이란 명칭만 간단할 뿐 권리 보유자의 생명과 관련된 . “ ” , 

97) 이하의 평가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 주 면 참고 Wellman, ( 65),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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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행위 혹은 사태에 있어서 그 당사자와 국가를 포함한 모든 타인들( ) 

이 각각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지를 나타내는 복수, , 

의 규범적 지위 관계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주제인 소유. “
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

호펠드 이론이 가지는 함의(3) 

우리는 호펠드의 이론이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 연구의 주제, 

와 관련하여 호펠드의 기본 테제들이 함축하는 바 를 적극적으(implication)

로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호펠드 관념들 가운데 청구권과 자유는 어떤 행위에 관한 권리와 , 

의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호펠드 관념들이 권리 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 ’― 

준다고 이해한다면 하트의 차적 규칙에 대응하는 차적 권리들로 볼 수 1 1― 

있다 그리고 권능과 면제는 차적 질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호펠드 . 1

관계 자체를 도입 변경 폐지한다는 점에서 하트의 차적 규칙에 대응하는 · · 2 2

차적 권리들이라 할 수 있다.98) 호펠드 관념들이 작용 방식 혹은 기능에 따 

라 이러한 체계 를 가진다는 사실은 만약 개별적인 호펠드 관념들이 (system)

어떤 복합적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인 경우에 그러한 요소들 간에 어떠한 내

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둘째 호펠드는 모든 법적 관계 권리의무 관계 를 두 당사자 간의 관계로 , ( )

환원한다 이런 시도는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법인 . 대세권(rights in 

rem 과 ) 대인권(rights in personam 의 구별을 질적인 특성에 기초한 것이 )

아니라 양적인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바꾸어놓는다.99) 우선 대인권이란 특정 

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는 권리이다 그러면 대세권은 무. 

98) 호펠드 요소를 하트의 차적 차적 규칙과 연결지어 분류하는 논의는  1 ·2 Leif 

앞의 글 주 과 Wenar, ( 12) “The Nature of Right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면, Vol. 33, No. 3, 2005, 223-53 .
99) 이 문제는 호펠드의 다른 논문인  W. N. Hohfeld,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Yale Law Journal, 
면의 주제다 이에 대한 설명은 김현철 앞의 논문 주Vol. 26, 1917, 710-770 . , (

면 참고8),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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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호펠드에 따르면 대세권? (rights in rem 이란 문자 그대로 물건에 ) ‘
대한’(in rem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상대방인 의무의 보유자) , 

가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 보유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해당할 만(

큼 수적으로 많은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호펠드의 이론에서 물건을 상대) . ‘
방 타방 당사자 으로 하는 법적 관계는 분석적인 오류에 해당한다 모든 권’( ) . 

리는 법적 주체인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권리의 내용 이 . ‘ ’
특정한 물건에 관한 행위 혹은 사태인 종류의 권리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말에서도 대물권 이 아니라 일관되게 대“ ”( ) “對物權

세권 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특정 다”( ) . ( ) 對世權

수의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는 대세권은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대인권 여럿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100) 이런 견 

해는 소유권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함의를 가진다 이 문제는 소유권을 특. 

정한 물건에 관하여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규범적 관계들의 총합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권리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쟁점과 유, 

관하다. 

셋째 호펠드 관념들은 법적 유리함과 법적 불리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적 유리함에 속하는 규범적 지위에 있다고 하여 그것이 언제나 해

당하는 사람에게 실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고 또 법적 불리함에 속, 

하는 규범적 지위에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언제나 실제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도 아니다.101) 어떤 사안에 대해 법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때때 

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타인이 가진 권능의 지배 아래 놓여 , 

있는 지위인 책임 은 그 사람과 온갖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태로서 ‘ ’
지위 보유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런 점에서 책임. “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더 어색하지만 그러한 지위는 타인과 거래하거나 ,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태 타인으로부터 소유물을 양도 받을 수 있는 상태, ,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태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

100) 앞의 논문 주 면 Hohfeld, ( 99), 718 .
101) 김도균 앞의 책 주 면 , ( 7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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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권리의 구조 구성요소의 분해와 결합2 : 

호펠드가 분석한 청구권(claim), 자유, 권능, 면제라는 관념들이 권리의 다

양한 양상을 보여주며 각각 , 청구권(claim-rights), 자유권(liberty-rights), 

형성권(power-rights), 면제권 이라는 권리의 네 가지 기본 (immunity-rights)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권리 의 사용에 관한 호펠드의 기본 “ ”
테제를 먼저 기각해야 한다 즉 청구권 뿐만 아니라 자유 권능 면제. , ‘ ’ , ‘ ’, ‘ ’, ‘ ’
도 권리 의 적절한 용법에 포함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호펠드의 계승자“ ” . 

인 섬너와 웰만은 호펠드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부분, 

의 권리들은 단일한 호펠드 관념 단독으로는 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

여 권리가 일반적으로 복합적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권리란 . , 

호펠드가 법적 기본 관념 이라고 부른 최소 단위의 구성요소들 즉 “ ” , ‘호펠드 

요소’ 들의 복합체라는 것이다(Hohfeldian elements/incidents) .

호펠드 요소들의 복합체1. 

호펠드가 자신이 분석한 법적 관념들을 기본적 이라고 표“ ”(fundamental)

현한 이유는 그것이 더 작은 요소들로 분석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단일하고 

단순한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관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호펠드는 . 

애매하고 복잡한 권리 언어를 그러한 기본적 관념들로 분석함으로써 그 이상

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명료한 상황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 

리고 그는 하나의 단일하고 분해할 수 없는 법적 청구권을 엄밀한 의미에서

의 법적 권리와 동일시했다.102) 

우리는 권리의 구성에 관한 이론적 입장을 크게 단일원자설과 분자설로 구

분할 수 있다.103) 여기서 호펠드 요소를 하나의 원소 라고 생각해보자 ‘ ’ . 단일

원자설에 따르면 권리는 단 하나의 호펠드 요소만으로 구성된다 반면 . 분자설

102) 이런 해석은 앞의 논문 주 면 참고 Wellman, ( 65), 173 . 
103) 이런 분류는 앞의 책 주 면에서 제시된 가설에 따라 구성한  Sumner, ( 55), 32

것이다. 



- 50 -

에 따르면 권리는 하나의 호펠드 요소(단원자 분자의 경우 혹은 복수의 호펠) 

드 요소(이원자 분자 혹은  다원자 분자의 경우 로 구성된다) . 단일원자설은 다양

한 호펠드 요소들이 제각기 단독으로 권리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다

원론의 견해와 오직 하나의 호펠드 요소만이 권리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일원론의 견해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청구권만이 하나의 권리를 구성한다. 

고 청구권 권리 주장한 호펠드의 입장은 ( = ) ‘일원론적 단일원자설 에 해당한다’ .

표 권리의 구성에 관한 이론적 입장들< 2> 

대분류 소분류 주장

단일원자설

일원론 특정한 호펠드 요소만이 단독으로 하나의 권리를 구성한다.

다원론 다양한 호펠드 요소들이 단독으로 하나의 권리를 구성한다.

분자설
하나의 호펠드 요소 단원자 분자 혹은 복수의 호펠드 요소 이원자 다( ) ( /

원자 분자 가 하나의 권리를 구성한다) .

이런 구도 위에서 섬너는 단일원자설의 입증 가능성을 하나씩 검토한다. 

우선 자유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권리 보유자의 청구권과 타인의 의무로 

이루어진 보호울타리가 필요하고 권능에는 타인의 의무 및 권능 없음과 권, -

리 보유자의 청구권 및 면제로 이루어진 울타리가 필요하다.104) 다른 요소들 

이 결합되지 않은 벌거벗은 자유 는 타인에게 의무와 같은 “ ”(a bare liberty)

규범적인 제약을 부과하지 못한다 벌거벗은 권능 또한 . “ ”(a bare power) 

권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이 보충되어야 한다 반면 벌거벗은 . “
면제 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권능 없음 상태라는 규범적 ”(a bare immunity) -

제약을 부과하기 때문에 홀로 하나의 권리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모든 권리가 단지 면제라거나 모든 권리에 면제가 . 

포함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을 , 

때에 단일원자설은 입증되지 않는다.

104) 앞의 책 주 면 Sumner, ( 55),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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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원자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일부의 혹은 모든 권리( ) 

가 단지 청구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다 섬너는 바로 이 가능성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 청구권과 의무 사이의 관계성과 방향성을 설명하는 이익설과 

지배설 의사 선택설 을 비교한다 이익설의 입장에서는 벌거벗은 청구권( / ) . “ ”(a 

이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나의 권리를 bare claim)

구성할 수 있다 반면 지배설의 입장에서는 권리 보유자가 가지는 권능의 존. 

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청구권만으로는 권리가 구성될 수 없다 이런 점에. 

서 권리의 복합적 구조는 지배설에 의해 더 강하게 뒷받침된다 그리고 우리. 

는 적어도 대다수의 권리들은 호펠드 요소의 결합체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 

서 단일원자설이 아니라 분자설을 채택해야 한다. 단일원자설은 다양한 호펠드 

요소들의 결합을 반드시 요구하는 종류의 권리를 설명할 수 없다 반면 . 분자

설은 면제 혹은 청구권만으로 이루어진 즉( , 단원자 분자 형태의 권리의 존재 ) 

까지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펠드 요소들의 결합 원리2. 

호펠드가 답하지 않은 질문(1) 

대다수의 권리들이 상이한 법적 관계들의 복합체라면 무엇이 그러한 구, 

성요소들을 하나로 만드는지 주어진 법체계에서 승인된 권리의 내적 구조를 , 

결정하는 결합 원리 는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가 (combinatorial principle)

뒤따른다.105) 이에 대한 호펠드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포스테마 ? (Gerald J.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Postema) .

두드러지게도 호펠드는 그러한 결합 원리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침묵한다 그의 분석“ . 

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다른 관계가 직접적으로 추론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런 점은 호펠드가 법적 . 

관계들의 원자적 요소들을 따로 떼어냈다 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isolated) , 

105) 앞의 책 주 면 Postema, ( 69),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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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들을 법적 분자들 과 화합물 로 통합시키는 원리를 식별(molecules) (compounds)

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이로부터 어떤 분자적 권리의 구성요소들 사. 

이에 논리적인 혹은 개념적인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도출되진 않는다. 

그런 구성요소들의 결합을 무엇이 결정하든 간에 그것이 법적 원자들 자체의 논리적 ,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결합 원리들은 여러 가지의 상이한 종류를 가질 수 있. 

다 일정한 원자들의 규칙적인 결합을 요청하는 정의 혹은 다른 도덕적 가치. (justice) 

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다 법의 근본적인 목표 또는 과업에 결부되어 있는 굉장. 

히 일반적인 본성에 대한 고려가 결합 원리를 산출할 수도 있다 혹은 법의 특정한 . 

분야나 어떤 법체계의 법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원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106)

포스테마는 권리를 구성하는 호펠드 요소들을 원자 로 표현하면서 그것‘ ’ , 

이 어떻게 분자 혹은 화합물 구조의 권리로 결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 ’ ‘ ’ 
진다 호펠드가 권리라는 물질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원자적 요소들을 발견. 

하고 분해했다면 그런 원자들이 어떤 힘에 의해 어떤 법칙에 따라 어떤 , , , 

구조를 이루며 하나의 물질로 결합해 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포스테마는 세 가지 종류의 원리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정의 와 같. (justice)

은 정치도덕적 가치이고 두 번째는 법의 근본적인 목표 혹은 법의 일반적 , 

본성이고 세 번째는 법체계 혹은 법의 특정 분야에서 승인된 일반원리이다, .

지배설에 기초한 핵심 요소와 결부 요소의 식별(2) 

지금 우리가 답을 찾으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호펠드 요소들의 복합체. 

만이 진정한 권리를 구성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규범적 지위들의 집합체가 , 

어떻게 하나의 권리를 형성할 수 있는가 호펠드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 

복합적 구조를 가진 권리를 구성하도록 하는 통일성 은 어떻게 설명할 (unity)

수 있는가 웰만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정의하는 ? 핵심 요소(defining 

와 그러한 핵심 요소와의 관계에 의해 결합되는 core) 결부 요소(associated 

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그 질문들에 대답한다elements) .107) 특정한 호펠드  

106) 앞의 책 주 면 Postema, ( 69), 102 .
107) 앞의 책 주 면 이하 Wellman, ( 5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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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어떤 권리의 핵심 요소가 됨으로써 개별 요소들이 하나의 권리로 통

일된다는 것이다 결부 요소들은 핵심 요소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그 권리에 . 

속하기 때문에 호펠드 요소들의 결합체는 복합 구조를 가진 하나의 권리를 , 

구성한다.

그렇다면 어떤 호펠드 요소가 권리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가 웰만에 ? 

따르면 우선 법적 유리함에 해당하는 지위들만이 권리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지는 더 중요한 조건은 권리 보유자가 그와 관련해 . 지배력

을 가질 수 있는 종류의 법적 유리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dominion) . 

서 기본적으로 청구권 자유 권능 면제는 모두 복합적 권리의 핵심 요소가 , , , 

될 수 있다.108) 우리는 청구권의  요소가 핵심인 법적 권리를 청구 권 라고 ‘ - ’
하고 자유의 , 요소가 핵심일 때는 자유 권 권능의 ‘ - ’, 요소가 그러할 때는 형‘
성 권 면제의 - ’, 요소가 그러할 때는 면제 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권리들‘ - ’
을 분류한다 이 논문의 남은 부분에서는 권리를 구성하는 호펠드 요소들을 . 

각각 청구권“ -요소 자유”, “ -요소 권능”, “ -요소 면제”, “ -요소 라는 단어로 표”
현할 것이다 예컨대 청구권. “ -요소 란 권리를 구성하는 원자적 요소로서의 ” ‘
청구권 을 의미한’(claim as an atomic element constituting rights)

다.109) 

어떤 권리에서 결부 요소들은 핵심 요소의 행사 혹은 향유와 관련하여 권

리 보유자에게 자유와 통제력 지배력을 분배한다는 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권·

리에 속한다.110) 따라서 결부 요소들은 핵심 요소에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 

고 이런 점이 모든 권리들에 단단한 통일성 을 부여한다, “ ”(tight unity) . 

그런데 웰만의 논변은 권리 보유자가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에 대답하는 규범적 전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호펠드 요소들을 하나의 . 

108) 책임 도 어떤 권리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논하는 부분은  (liability)

앞의 책 주 면Wellman, ( 51), 86-9 .
109) 권리가 호펠드 요소들의 복합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나면 호펠드의 기본 관 , 

념들인 청구권 자유 권능 면제 를 각각 권리를 구성하는 원자적인 “ ”, “ ”, “ ”, “ ”
구성요소로서 청구권“ -요소 자유”, “ -요소 권능”, “ -요소 면제”, “ -요소 라고 표현”
하는 것이 더 명료할 것이다.

110) 앞의 책 주 면 Wellman, ( 51), 93 . 



- 54 -

권리에 결합시키는 것은 자율성 과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가치이다 어떤 권‘ ’ . 

리를 구성하는 호펠드 요소들의 결합 원리를 밝히는 일은 그 권리의 정당화 

근거를 규명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웰만의 설명은 하나의 권리에서 다양한 . 

규범적 지위들이 어떤 방식과 원리로 결합하는지에 관한 지배 의사 선택설의 / /

입장에 있다 그렇다면 이익설의 입장에서는 다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 . 

익설을 옹호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규범적 제약을 부과할 만큼 도덕적으로 중

요한 인간의 근본적 이익에 관한 명제로부터 논증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권. 

리에 대한 분석적 차원의 논의들이 정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권리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탐구가 요청된다.

권리들의 결합체3. 

특정한 종류의 권리들은 개별 권리로서의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 ) , , , 

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명권이나 영미법계의 소유. ― ― 

권은 그 자체로 한 가지 유형의 권리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다른 권리들, “
을 담는 권리 이다”(rights that contain other rights) .111) 톰슨은 이런 특 

수한 권리들을 “무리 권리- 라고 부른다”(cluster-rights) .112) 제 장에서 더 자 4

세히 분석하겠지만 한국 민법 조문에 따르면 소유권은 그 소유물을 사용, “ , 

수익 처분할 권리 로 구성되고 민법 제 조 이는 다수의 청구권 자유권, ” ( 211 ), , , 

형성권 면제권의 복합적인 결합체로 분석될 수 있다, .

이러한 무리 권리 들은 호펠드 원자 요소들이 일정하게 결합된 분자 구조‘ - ’
의 권리들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 이 다시 한번 결합하여 구성된다( , , , ) .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권리들을 ‘분자화합물’(molecular compound) 

구조의 권리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111) Judith Jarvis Thomson, The Realm of Rights, Harvard University 

면Press, 1990, 55 .
112) 위의 논문 면 이하 Thomson,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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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분자화합물 권리 분석 모델3 

원자 단계 청구권 요소 자유 요소 권능 요소 면제 요소(1) : - , - , - , -

분자설의 관점에서 호펠드 요소는 하나의 원자 이다 물질을 구성하(atom) . 

는 원소가 화학적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체라면 호펠드 요소는 어떤 행위에 , 

관한 규범적 양상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체라고 할 수 있다 호펠드 요소. 

는 더 작은 단위로 분해되지 않는다. 

분자 단계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2) : , , , 

호펠드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한 개별 권리는 (single) 분자 에 해(molecule)

당한다 분자는 화합물의 최소 단위로서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체. , 

이며 어떤 물질의 고유 정체성을 유지한다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 . , , , 

은 분자 수준의 개별 권리들이 가지는 유형의 명칭이다 분자에는 구성 원자. 

의 수효에 따라 단원자(monatomic) 분자 , 이원자(diatomic) 분자 , 다원자

(polyatomic) 분자 가 있다 청구권 요소 혹은 면제 요소 하나만으로 구성된 . - -

단순한 구조의 청구권 혹은 면제권은 단원자 분자 권리 라 할 수 있다 그‘ ’ . 

밖에 대다수 사례의 권리들은 복수의 호펠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이원자 혹은 다원자 분자 권리 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

우리는 법적 논의에서 기본 단위로 작동하는 다양한 권리들을 청구권 요-

소 자유 요소 권능 요소 면제 요소들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이 , - , - , - , 

이러한 권리 분석 모델의 요점이다 소유자 가 가지는 여러 권리들 가운데 . X

소유물을 자기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을 생각해보자 우선 이 권리. 

의 본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 는 자유 요소(defining core) ‘ - ’(liberty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s an atomic element constituting rights) . 

권리를 자유권 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 요소‘ ’(liberty-right) . -

는 그 물건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 없음 의‘ - ’(
무의 부정 이다 타인은 그저 에게 그 물건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라고 청) . X

구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상태 청구권 없음 에 있다 그런데 [ ] (= - ) . 

이렇게 단일한 규범적 관계만 존재한다면 타인들은 가 물건을 마음대로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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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의무는 오로지 . 

청구권 요소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는 의 물건 사용을 방해할 수 - . Y X

있는 허용 으로서의 자유를 가진다(‘ ’ ) .113) 소유자 가 가지는 물건 사용의  X

자유권 이 만약 다른 호펠드 요소의 보호를 받지 않는 벌거벗은 자‘ ’ “ ”(bare) 

유 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한 규범적 상태를 권리 라는 용어로 지- , ‘ ’
칭할 실천적인 의의는 없을 것이다 의 자유권은 자유 요소를 . X -⒜ 핵심 요소

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 자유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 X

는 소극적인 청구권 요소 가 보유하는 자유 요소가 타인의 권능 행사의 - , X -⒝

처분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면제 요소를 -⒞ 결부 요

소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트가 보호울타리. ‘ ’(protective perimeter)

라는 용어를 통해 주장한 내용의 요점이다.

따라서 분자적 권리인 어떤 자유권은 원자적 요소인 자유 요소 청구- , ⒜ ⒝

권 요소 면제 요소로 구성되며 그러한 분자의 구조는 본질적 내용으로서 - , - , ⒞

큰 비중 질량 을 가지는 를 중심으로 하여 와 가 를 감싸며 보호하( ) , ⒜ ⒝ ⒞ ⒜

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 가 자신의 소유물 를 사용할 자. “ X φ

유권을 가진다 라는 자유권 진술은 다음과 같이 에 관한 규범 명” , , ⒜ ⒝ ⒞

제들의 집합으로 번역할 수 있다.

는 모든 타인들에 대하여 를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 X (against) ⒜ φ

않을 수 있다 특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바가 없다 그리고 가 ( ). X⒝ 

를 사용하고자 할 때 는 모든 타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 Xφ

수 있고 모든 타인들은 그러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또한 모든 타인들은 가 를 , . X⒞ φ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다.”114)

분자화합물 단계 권리들의 결합체 혹은 무리 권리(3) : -

분자적 권리 들은 그 자체로 하나 혹은 여럿의 원자적 요소 들로 구성되‘ ’ ‘ ’
면서 소유권이나 생명권과 같은 , 권리들의 결합체를 구성하는 단위체가 된다. 

113) 김도균 앞의 책 주 면 참고 , ( 78), 13-17 .
114) 김도균 위의 책 면의 완전한 자유권 문장 의 표현 방식 참고 , ,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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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리 권리 는 ‘ - ’ 분자화합물에 해당하는 가장 복잡한 구조의 권리라 할 

수 있겠다 분자와 물질의 관계처럼 무리 권리를 구성하는 분자적 권리들은 . -

그 무리 권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한다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 . , 

청구권들은 소유권의 기본 성질을 가진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나온다 분자 수준의 개별 권리들이 그것의 . 

내적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다면 분자화합물 수, 

준의 무리 권리의 결합 구조에는 어떠한 종류의 통일성이 있는가 결합체에 - ? 

모여 있는 개별 권리들의 결합 원리는 무엇인가 안정된 분자들이 분자간 ? ‘
힘 에 의해 상호작용하면서 분자화합물을 형성하듯’(intermolecular force) ,  
무리 권리를 구성하는 권리들 간에도 모종의 규범적 힘에 의한 결합 법칙이 -

존재하지 않는가 분자 수준의 권리들이 가지는 어떤 성질들이 서로에 대한 ? 

인력과 척력을 결정하여 무리 권리의 물질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닌가 소- ? 

유권 개념을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권리의 구조를 이런 방식으로 파악하는 분석 

모델을 분자화합물 권리 분석 모델‘ ’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 

따라 소유권 개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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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소유권 개념의 분석4 

제 절 소유자성과 소유권1 

소유권 개념의 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정리해야 할 용어 문제가 있다. 

그것은 흔히 우리말 소유권 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 에 관“ ” “ownership”
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는 을 특수한 종류의 권리인 소유권 이라. ownership ‘ ’
고 곧바로 이해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과 소유권이 언제. ownership

나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더 정교. 

한 의미에서 은 소유자라는 지위 혹은 상태를 뜻한다ownership .115) 따라서  

은 소유권 그 이상을 의미한다 소유권이란 어떤 규범체계 내에ownership . 

서 누군가가 어떤 대상의 소유자로 인정됨으로써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하여 , 

그 체계의 규칙들이 부여하는 권리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은 그. ownership

러한 소유권을 포함하여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다른 규범적 지위들까지 포괄

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일상용어에서 개념은 음차한 형태의 . ownership 

외래어인 오너십 으로도 받아들여져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말 오너십은 권“ ” , 

리라는 뜻 없이 소유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의식 이른바 주인의식 을 ( ‘ ’)
의미한다 영미권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이처럼 이라는 말에 권리. ownership

로 한정되지 않는 풍부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비슷한 종류의 용어 문제가 영어 단어 과 우리말 시민권“citizenship” “ ”
이라는 용어에서도 발생한다 은 어떤 정치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 citizenship

가지는 권리들의 집합 그 이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은 시민을 . citizenship

시민이게끔 해주는 조건들의 집합으로서 이러한 개념에는 정치 공동체에 대, 

한 멤버십(membership), 권리, 참여와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 

115) 사전에는 의 뜻이 소유자라는 상태 관계 혹 Merriam-Webster ownership “ , , 

은 사실 이라고 제시되어 ”(the state, relation, or fact of being an owner)

있다.



- 59 -

정교하게 번역하려면 을 시민권 보다는 시민성 시민됨“citizenship” “ ” “ ”, “ ”, 
시민임 등으로 옮겨야 한다 이하에서는 시민성 을 사용한다“ ” ( “ ” ).116) 학술용 

어와 일상용어로서 이미 번역어가 확고히 자리잡아 고쳐 쓰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민권 이 지시하는 개념이 권리 외의 요소까지 함유한다“ ”
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라. membership

는 단어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멤버십은 어떤 단체의 구성원으로. 

서의 자격 그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요건 구성원 지위에 수반하는 권, , 

리 의무 책임 소속감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다, , , .

단어의 형식적 구조가 이미 암시하고 있지만 의 성질은 , ownership

과 훨씬 더 유사한 것이다citizenship .117) 우리는 시민성의 표지인 국적을  

획득하면 시민의 지위(=시민성 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보) , 

장하는 시민의 권리 일체를 획득하게 되며 그 뿐만 아니라 법체계가 부과하, 

는 일반적 의무와 책임 아래에도 놓이게 된다 도 마찬가지로 이. ownership

해할 수 있다 우리는 특정한 권원 에 의하여 소유자의 지위. (entitlement) (=

소유자성 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법체계가 보장하는 소유자의 권리 일체) , 

를 가지게 되며 또한 소유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올바른 용어 사용 이상의 규범적인 의의를 

가진다 개념은 그러한 지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소유권을 . ownership 

포함하지만 권리 이외에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약에 해당하는 다른 규범, 

적 지위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 더 나은 번. “ownership”
역어는 소유자성 소유자격 소유자임 등이 있을 텐데 이 논문에서는 “ ”, “ ”, “ ” , 

기본적으로 소유자성 을 사용할 것이다 이 표현은 노동법학과 실무에서 널“ ” . 

리 사용되는 근로자성 사용자성 과 같은 용어와도 동일한 형태를 가지기 ‘ ’, ‘ ’
때문에 법적 논의에서 다른 대안들보다 받아들여지기가 쉽다 예컨대 누가 , . 

어떤 물건의 법적인 소유자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짧게 소유자성 판‘
단 이라고 칭할 수 있다’ .

116) Richard Bellamy, Citizenship: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면 박이대승 개념 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University Press, 2008, 1-26 ; , ‘ ’ , 

오월의봄 면 참고, 2017, 248-9 .  
117) 앞의 논문 주 면 참고 Wellman, ( 65),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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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문 텍스트 속에서는 어떠한가 베커 는 재. (Lawrence C. Becker) ‘
산권 을 소유자성의 권리 라’(property rights) “ ”(the rights of ownership)

고 규정한다.118) 그런데 여기서 을 소유권 으로 곧바로 옮기 “ownership” “ ”
게 되면 이라는 표현은 소유권의 권리 가 되, “the rights of ownership” “ ”
어 내용상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생긴다.119) 만약 이 그저  ownership

소유권 을 의미한다면 베커는 재산권은 소유권이다‘ ’ , “ ”(property rights are 

이라고만 말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다ownership) . 

하지만 우리 법학 논의에서는 을 소유권 에 해당하는 좁은 의ownership ‘ ’
미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소유자의 법적 지위에서 권. 

리가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에 대응하는 용. ownership

어로서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들의 집합을 가리킬 때는 소유권 이라는 표현“ ”
을 쓰고 소유자라는 지위 혹은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소유자성 이라는 , “ ”
표현을 쓸 것이다. 

118) Lawrence C. Becker, Property Rights 면 이 문장, Routledge, 1977, 18 . 

에서 을 소유권 특히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ownership , 

게 되면 영미법계의 재산권 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된다 우리 (property rights) . 

법체계에서 소유권이란 재산권을 구성하는 한 가지 중심축인 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객체는 민법상의 물건 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영미법에서 , ‘ ’ .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에는 지식재산권 등이 (intellectual property) 

포함되며 이라는 용어 또한 정보 혹은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의 대, ownership

상에 대해서도 사용된다(“Intellectual property includes the various laws 

governing ownership of information or ideas”). Joseph William 

Singer, Property 면,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 830 .
119) 물론 이런 해석은 가 동격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다 “of” . 

만약 가 동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은 통“of” , “the rights of ownership”
상적인 번역에서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들 로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을 것이“ ”
고 반대로 필자가 제안하는 용법에서는 소유자성이라는 권리들 이라는 부자, “ ”
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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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소유자성의 표준적 구성요소 권리 의무 책임2 : , , 

소유권 개념에 대한 접근법1. 

호펠드의 설명(1) 

호펠드는 토지라는 유형의 대상과 관련된 소유자의 재산 권‘ ( )’(property) 

혹은 법익 은 청구권 자유 권능 면제의 복합적인 집합‘ ’(legal interest) , , , “
체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a complex aggregate) .120) 호펠드는 대세권 

(right in rem 이 물건에 대한 대물적인 권리가 아니라 다수의 ) ‘ ’(to things: ) 

사람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다면적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소유권“ ”(multital) . 

을 구성하는 복합체의 개별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대세적 다면적 규범관계이·

다.121) 호펠드에게 모든 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따라서 어떤  . 

물건의 소유권이란 소유자와 소유물 간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소유자의 권, 

리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상응 의무 를 가지는 모든 (correlative duty)

타인들에 대하여 소유자가 가지는 일련의 권리들이다.122)

호펠드의 설명은 소유권을 소유물에 대한 권리 로 보는 전통적인 이해방‘ ’
식을 거부함으로써 그것을 권리들의 다발 로 이해하는 ‘ ’(a bundle of rights)

설명의 출발점을 제공했다.123) 그런데 호펠드의 소유권 분석은 물건 이라는  ‘ ’
객체의 개념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별 권리들이 어째서 소유권 이, ‘ ’
라는 독특한 다발로 결합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다른 권리 관계들과 소, 

유권 관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124) 호펠드의 어 

휘만으로는 소유권의 고유한 개념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는 것이다.

120) 앞의 논문 주 면 여기서는 호펠드의 표현대로 청구권 Hohfeld, ( 99), 746 . “ ”, 
자유 권능 면제 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재산 권 은 소유권 과 교환될 “ ”, “ ”, “ ” . ‘ ( )’ ‘ ’
수 있는 개념이다.

121) J. E. Penner, “The ”Bundle of Rights“ Picture of Property, UCLA 

Law Review, 면 여기에서는 면 참고Vol. 43, 1996, 711-820 . 730 .
122) 위의 논문 면 , 712 .
123) 위의 논문 면 , 731 .
124) 위의 논문 면 ,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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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개념을 포함한 설명(2) 

오노레는 호펠드의 어휘를 활용하면서도 물건 즉 소유되는 것 의 개념을 , ‘ ’
정식화하는 전제 위에서 소유권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아간 분석을 

보여준다.125) 소유권의 분석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 를 가 ‘ (interest)

진다는 것 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오노레는 ’ (describe) . 

소유하기 가 법률적 의미에서 물건 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유‘ ’(to own) ‘ ’(thing)

의 객체를 언제나 필요로 하는 타동사적 행위라고 말한다 재산(transitive) . ‘ ’
과 재산권 을 둘 다 의미하는 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소유자성‘ ’ “property” , ‘ ’
의 관념과 소유물 의 관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 .126) 소유자성을 구성 

하는 모든 요소들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가 가지는 관계와 유관하다. 

호펠드의 권리요소들과는 달리 오노레가 밝힌 소유자성의 구성요소들은 어떤 

물건에 관하여 그것을 사용 수익 처분하고 타인의 방해를 배제하고 특정 · · , , 

집행 처분에 의해 그 물건을 수용당하는 상태를 내용으로 하(expropriated) 

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들 혹은 사태들을 나타낸다.127) 소유물 개념에 의존 

하여 소유권 개념에 접근하는 이런 견해는 오노레가 왜 “property rights”
가 아니라 라는 제목 아래에서 소유권의 분석을 시도했는지를 “ownership”
잘 보여준다 오노레는 소유자와 소유물을 직접 연결시키는 소유 라는 단어. ‘ ’
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소유권의 일부로서 타인을 배제할 수 있. 

는 권리가 존재하는 체계에서는 소유권자와 소유물 사이에 실제로 특별한 규

범적 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128) 

125) A. M. Honoré, “Ownership”, in A. G. Guest(ed.), Oxford Essays in 

Jurisprudence 면 소유되는 것,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107-147 . 

을 다룬 부분은 면 이하 이하의 해석과 평가는 (the thing owned) 128 . 

앞의 논문 주 면 면Penner, ( 121), 722 , 732 .
126) Honoré 위의 논문 면, , 128 .
127) Stephen R. Munzer, A Theory of Property, Cambridge University 

면Press, 1990, 22-3 .
128) Honoré 앞의 논문 주 면, ( 125),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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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레의 분석2. 

소유자성의 표준적 구성요소(1) 

오노레는 호펠드 요소를 사용하여 소유권을 포함하는 소유자성의 개념을 

분석한다.129) 어떤 물건 의 소유자라는 상태 는 그 물건과 관련한 어떠한  ‘ X ’
규범적 양상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해당 물건과 관련한 청구권 자유권 형? , , 

성권 면제권 의무 책임 특정한 처분 아래에 놓은 지위 과 같은 규범적 지, , , ( )

위들의 특정한 조합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오노레는 발전한 법체계에 공. 

통되게 나타나는 소유자성의 표준적인 구성요소“ ”(the standard incidents)

를 열한 가지 항목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일부 수정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 

다.130) 

점유할 수 있는 청구권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이고 물리적인 지배권1) (possess) :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 그 물건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향유할 자유처분 수익의 향유와 다름2) : ( · )

처분할 수 있는 형성권 그 물건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능3) : 

수익 에 대한 청구권 그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혹은 타인에게 그것을 4) (income) : , 

사용하게 허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이득에 대한 청구권

소모해버리거나 파괴할 수 있는 자유권 그 물건을 완전히 없애버릴 자유5) (consume) : 

변형할 수 있는 자유권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정도가 덜한 변화를 가할 자유6) : 

양도할 수 있는 형성권 생전에 교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능 7) : ·

유증할 수 있는 형성권8) (transmit) 

안전 에 대한 청구권 수용 혹은 무단사용 에 대한 면제권9) (security) : (expropriation)

129) Honoré 앞의 논문 주 김도균 앞의 책 주 면 참조, ( 125); , ( 78), 37-39 . 
130) Honoré 위의 논문 면 이하 여기에서는 면 여기에 정리한 목, , 112 . 190-191 . 

록은 베커 가 오노레의 개 구성요소를 수정한 것이다(Becker) 11 . Lawrence 

C. Becker, “The Moral Basis of Property Rights”, in J. Pennock, J. 

Chapman(eds.), Property: NOMOS XXII, New York University Press, 

면 해당 목록은 면1980, 187-220 .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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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의 없음 소유권에 따른 권리들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음10) (term) : [ ] 

해로운 사용의 금지 자신 혹은 타인들에게 해로운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11) : 

집행 처분에 종속된 지위 부채 지불 등을 위한 집행에 종속되어 있는 지위12) (liability): 

잔여유산에 관한 규칙13) (Residuary) 

 

소유자성을 구성하는 표준적 요소들은 호펠드와 오노레의 이름을 빌려와 

“호펠드 오노레 요소- ”(Hohfeld-Honoré 라고 칭할 수 있다 이는  incidents) . 

소유자성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분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유자성을 구. 

성하는 규범적 지위들 중에 권리에 해당하는 것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 , , , 

제권 의 집합을 소유자성에 수반하는 소유권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소유권은 ) ‘ ’ . 

그러한 개별 권리들의 결합체이다 그리고 그런 권리들은 다시 호펠드 요소. 

들로 구성된 복합 구조를 가진다 예컨대 번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 은 자. 2 ‘ ’
유 요소 청구권 요소 면제 요소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소유자성에는 의- , - , - . 

무와 책임의 요소도 표준적 구성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자성은 . 

단지 권리들만으로 이루어진 다발이 아니다(“Ownership, as we have 

seen, is not just a bundle of rights”).131) 오노레가 제시한 소유자성은  

권리, 의무,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노레는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이 소유자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는 필요-

조건이 아니지만 집합적으로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32) 모든  

요소들을 전부 포함하는 전체집합에 해당하는 규범적 상태는 완전한 소유자‘ ’ 
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의 다양하고 상이한 조합으로 구성된 . 부분집합

에 해당하는 수많은 규범적 상태들도 모두 다종다양한 소유자성들이다 현실. 

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소유자성들은 개 항목 중에 일부 요소를 결여한 부13

분집합일 것이다 한편 개별적인 요소들 역시 주어진 법체계의 규칙과 원리. 

들에 따라 내용과 한계가 결정된다.133) 예컨대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조세 , 

131) Honoré 앞의 논문 주 면, ( 125), 134 . 
132) 위의 논문 면 , 112 . Alan Carter,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Property Rights 면, Harvester Wheatsheaf, 1989, 5-6 .
133) 앞의 논문 주 면 Becker, ( 130),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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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용과 한계가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특정 법체계마다 . 

구체적인 소유자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호. 

펠드 오노레 요소는 그런 소유자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술할 수 -

있는 좋은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규범적 지위가 어떤 . ‘
물건 에 대한 소유자성 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노레가 제시한 표X ’
준적 구성요소들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 

점에서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은 소유자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 ‘표준 으로 ’
기능할 수 있다 오노레의 목록은 분명 소유자성의 필요충분조건의 집합은 .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의 소유자성들에서 중첩되고 상호교차하는 유사. 

성들의 복잡한 그물망 즉 가족유사성 을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개념을 해명, ‘ ’
해낸다 이렇게 우리는 엄격한 분석적 정의 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definition)

도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134) 

그런데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로 이루어진 어떤 - 부분집합이든 소유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베커는 다양하게 변형된 소유자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 

정하면서도 특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유자성이라면 적어도 만족시켜야 하, 

는 내용상의 요건이 있음을 밝힌다.135) 위 목록에서 번 요소는 권리가  10-13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소유자성을 구성할 수가 없고 번의 면제권도 마찬가, 9

지이다 반면 번의 권리 요소들이 하나 이상 포함된 부분집합은 소유자. 1-8

성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번의 권리들은 번 면제권의 보호를 받을 때. 1-8 9

에만 진정한 법적 권리로 의미를 가진다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언제든 . 

박탈당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베커는 간단한 . 

계산을 통해 소유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의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 4,080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힌다.136)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수효가 아니라 ,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표준적 구성요(

134) 앞의 책 주 면 Waldron, ( 35), 49-50 . 
135) 앞의 논문 주 면 Becker, ( 130), 192 .
136) 번 항목의 조합으로 구성된 부분집합의 개수는 개 1-8 255 (28 이고 여기에 -1) , 

번 항목에 관한 경우의 수가 가지10-13 16 (24 이기 때문에) , “255 x 16 = 

이라는 값이 나온다 개의 부분집합에는 모두 번 면제권이 포함4,080” . 4,080 9

되어 있다 위의 논문 면 계산식은 면의 번 각주 참고. Becker, , 192 , 21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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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항목을 몇 개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숫자는 달라진다). 

다양하게 구성된 상이한 조합의 규범적 지위들이 소유자성의 개념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유권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심원한 . 

견해불일치는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월드론은 소유권 또한 갈리의 본질적으. “
로 논쟁적인 개념 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137) 우리는 여기에서  개념과 개념관

의 구별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우선 소유자성 자체는 명확하게 정의되기 .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다 한편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권. ,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 의무 책임 등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법체계의 재산, , , , 

규칙들 은 그러한 추상적 개념에 관한 하나하나의 (property rule) 개념관들이

다.138) 월드론은 눈앞의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법률가들은 소유권에 관한 구 

체적 개념관의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에서도 만족할 수 있을 테지만 소유권, 

을 부여하는 규칙들의 정당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139)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2) 

그렇다면 법체계마다 소유자성을 구성하는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이 서로 -

다르게 결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개별 구성요소들의 내용과 한계가 저? 

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호펠드는 물론 오노? 

레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의 법적 도덕적 승인. - ·

에 관한 규범적 차원의 논의이다 소유자성에 결합되는 요소들의 특정한 조 . 

합은 어떤 정치공동체 법체계가 지향하는 · 정치도덕적 가치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것이다 오노레는 자신이 제시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소유자성이 . 

개인의 “ 완전한 소유자성에 관한  자유주의적 개념 ”(the ‘liberal’ concept of 

이라고 말한다‘full’ individual ownership) .140) 즉 자유주의 정치 법질서 , ·

에서는 다양한 권리들과 함께 해로운 사용의 금지 의무와 특정 사유로 인한 

137) 앞의 책 주 면 Waldron, ( 35), 51 .
138) 위의 책 면 , 52 . 
139) 위의 책 면 , 53 .
140) Honoré 앞의 논문 주 면 강조는 원저자 이에 관한 해석은 , ( 125), 107 , ; 

앞의 책 주 면 참고Carter, ( 13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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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처분 아래에 놓여 있는 즉 그런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 ) 책임이 

소유자성에 관한 완전한 관념에 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무가 소유자성. 

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지 않으면 소유자성은 파괴적인 힘이 될 것이고 그러, 

한 책임이야말로 소유자성에 관한 자유주의적 아이디어를 구성한다.141) 이러 

한 입장에 따르면 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제약까지도 소유자성의 개념 내적‘
인 요소 로 포함된다 이에 반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기소유권이라는 가치’ . 

에 따라 공익에 따른 수용과 수익에 대한 과세를 받아들여야 할 책임을 소

유자성의 관념에서 제외하고자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등주의의 옹호자. 

라면 소유자성의 관념에 분배적 정의라는 가치에 입각한 더 강한 의무와 책

임을 포함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적 측면의 반론도 있다 카터 는 . (Alan Carter) 의무와 책임

의 요소가 소유자성 개념의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142) 

그러한 규범적 제약들은 소유자성 개념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소유자성을 가, 

지는 사람에게 소유자성 바깥에서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일 뿐이라는 것이다. 

소유자의 지위 자체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지 않은 채

로 먼저 성립한다 따라서 소유자성은 오로지 소유자의 권리들로만 구성된. 

다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은 소유자성 소유권이 그렇게 성립된 이후에 소유. = , 

권에 대한 제약으로서 외부로부터 부과된다 카터에 따르면 그 두 가지 요소. 

는 단지 자유주의 사회에서 소유자성이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보여줄 뿐이다. 

한편 라이언 은 두 가지 요소를 달리 취급한다 그는 해로운 사(Alan Ryan) . 

용 금지 의무는 소유자성에 포함되지 않지만 집행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 

없는 책임은 소유자성 개념관의 일부라고 보았다.143) 우선 해로운 사용의 금 

지는 소유자성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부과될 수 있는 일반적 의무다 어떤 물. 

건이 누구의 소유물인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타인에게 해롭게 사용해

선 안 되는 의무를 가진다 월드론 또한 해로운 사용의 금지라는 의무는 재. 

산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제약이라고 보는 , 

141) Honoré 앞의 논문 주 면, ( 125), 123 .
142) 앞의 책 주 면 Carter, ( 132), 5 . 
143) Alan Ryan, Property 면 위, Open University Press, 1987, 54-5 . Carter, 

의 책 면에서 재인용,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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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낫다고 논하였다.144) 그에 반해 책임은 그렇지 않다 가령 바람에 날려 . 

간 내 집의 지붕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 행위가 없었어도 소유자

인 내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어떤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지배하는 만큼 . 

그로 인해 생겨나는 해악에 대해 책무 를 가진다는 것이다(responsibility) . 

이에 대하여 카터는 그러한 종류의 배상 책임은 소유자성의 일부가 아니라, 

소유자성이 발생시키는 책무라고 다시 반박한다 .145) 그 책임은 집을 관리해 

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집, 

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집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도 가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카터의 반론은 자신의 주제인 재산권 을 논의하기 위해 (property rights)

소유자성을 소유권 과 일치하는 것으로 좁게 규정하려는 목적 아래에서 제‘ ’
기된 주장이다.146) 그런데 앞서 본장 제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1 ownership

을 권리 외의 다양한 규범적 법적 관계들까지 결합되어 있는 소유자의 지위 ( ) 

혹은 상태라고 이해한다면 소유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규범적 제약, 

은 소유자성의 개념 내적 요소로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오노레는 의. 

무와 책임의 요소가 각각 소유자성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재산규칙의 내용에 따라 의무와 책임의 요소를 결여한 구체적인 소

유자성 개념관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오노레의 요지는 자유주의적으. ‘
로 완전한 소유자성에는 규범적 제약 요소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

우리는 지금 소유자성 그리고 그것의 핵심요소인 소유권 에 대한 정교한 ( )

개념적 정의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자성이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 

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소유자성 개념에 대해서도 가족유사성 요소들의 전체. 

집합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복수의 개념관들이 존재한다

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표준적 형태의 소유자성이란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 -

인 소유자의 권리 소유권(= ), 의무, 책임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147) 이런 접근은 소유자성의 대안적 관념을 구성할 때에도 유효하다 .

144) 앞의 책 주 면 Waldron, ( 35), 49 .
145) 앞의 책 주 면 Carter, ( 132), 6-7 .
146) 위의 책 면 , 7 . 
147) 타인에 대한 배려 라는 문제로 오노레의 소유권 분석을 검토하는 논의는 박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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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소유권의 본질적 핵심3 

호펠드 오노레 분석과 미국 소유권 논쟁1. -

세기 영미 법철학에서 소유권 혹은 재산권 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적 관20 ( )

점은 그것을 권리들의 다발 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 ’(a bundle of rights) . 

한 테제는 호펠드의 권리 분석과 오노레의 소유자성 분석이 합쳐진 것이

다.148) 먼저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Stephen R. Munzer) .

“재산(property 이라는 관념은 호펠드의 요소들 대응관계 부정관계 소유) [ ] · · , … ① ② 

자성의 표준적 구성요소의 구체화 및 그와 연관되어 있지만 덜 강력한 (specification) 

이익들 그런 구성요소들의 대상이 되는 유 무형의 물건 들의 목록이 무리를 이, ( · ) “ ”③ 

루어 배치되어 있는 것 을 포함한다 호펠드의 관념들은 규범적인 양상(constellation) . 

들이다 오노레가 제시한 구성요소들의 더 구체적인 형태 속에서 그런 관념들은 재산. 

을 구성하는 관계들이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것들은 재산이라 불리는 다발의 막. , “
대기들 이다”(sticks) .”149)

오노레의 분석에 따르면 소유권 소유자성의 구성요소 가운데 권리요소들‘ ’(
의 집합 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수의 개별 권리들 청구권 자유권 형성) , ( , , 

권 면제권 이 한데 묶여있는 결합체이다 그러한 결합체에 속하는 하나하나, ) . 

의 권리들은 다시 호펠드 요소들의 복합체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호펠드 요. 

소들의 복합체 여럿으로 구성된 권리의 결합체이다(complex) .

일단 소유권이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권리에 , 

대한 분석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개별 권리들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원자적 호펠드 요소들이 제 장에서 소3

석 재산권의 기초와 타인에 대한 배려 헌법 제 조제 항에 대한 법철학적 , “ 23 2–
고찰 토지법학 제 권 제 호 한국토지법학회 면-”, , 28 2 , , 2012, 1-21 .

148) 앞의 논문 주 면 Penner, ( 121), 712 .
149) 앞의 책 주 면 항목의 번호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Munzer, ( 127),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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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 웰만이 주장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한 단계 상위 수, 

준에서 소유권을 구성하는 분자 수준의 개별 권리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결합 

되어 있는가 그런 개별 권리들 가운데 소유권 즉? ( , 분자복합물 수준의 권리  

결합체 의 본질적 내용을 정의하는 ) 핵심 요소 가 따로 있을(defining core)

까 정리하자면 소유권 개념에는 그것이 소유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 , 

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본질적 요소가 있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 

기본적인 구조라는 게 존재하는가 아니면 소유권은 규범적인 중요도에서 특? 

별히 구별되지 않는 권리들의 느슨한 집합체에 불과한가 이런 질문들이 바? 

로 년대 이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유권 논1990

쟁의 핵심 쟁점이다.150)

먼저 소유권의 본성에 본질적인 핵심이 존재하며 그것은 어떤 물건으로, 

부터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151) 이런 전통적인  

견해는 블랙스톤 이 소유권을 어떠한 물건에 대해 주(William Blackstone)

장 행사하는 독점적이고 전제적인 지배권· ‘ ’(sole and despotic dominion)

이라고 정의한 데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러한 소유권 개념에서는 소유의 . 

대상인 물건 이 중요하고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의 핵심은 바로 타인배제의 ‘ ’ , 

권리이다.

반면 소유권 개념에는 어떠한 본질적 핵심이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은 그, 

저 권리들의 어떤 다발 을 가리킬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타인배제의 ‘ ’ . 

권리를 포함하여 그 어떤 특정한 요소도 권리 다발 안에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소유권 다발에서 개별적인 막대기 들이 더해지. “ ”
거나 빠져도 그러한 다발은 여전히 소유권 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 미국‘ ’ . 

에서 이런 견해는 년대 이후 전개된 법현실주의 운동에 의해 적극적으1920

150) Stephen R. Munzer, “Property and Disagreement”, in James Penner, 

Henry E. Smith(eds.),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Property Law, 

면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89-319 ; Thomas W. Merrill, Henry 

E. Smith, The Oxford introductions to U.S. law. Property, Oxford 

면University Press, 2010, 4-5 .
151) 소유권 논쟁에 대한 이하의 개관은  Thomas W. Merrill, Henry E. Smith, 

위의 책 면 참고,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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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진되어 세기 내내 주류적인 학설의 위치를 점하였다 그리고 재산법, 20 . 

학자 페너 가 년에 발표한 논문은 소유권 개념에 관(James E. Penner) 1996

한 활발한 논쟁을 다시 촉발시켰다.152) 이제 두 가지 기본 입장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분해가능한 다발설2. 

법현실주의 운동과 소유권 문제(1) 

년대 초기 법현실주의자들은 호펠드의 분석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소1920 , 

유권이 사회정책의 결정에 의하여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권리‘
들의 다발 이라고 주장하였다 법현실주의자들이 당대 미국의 법관들과 법학’ . 

자들에게 만연해 있던 법형식주의 사조에 맞서면서 호펠드의 형식적 논리적· ·

분석적인 방법을 무기로 삼았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153) 이에 대해 포 

스테마 는 그들이 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주의의 약(Gerald J. Postema)

탈로부터 노동자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가로, 

막는 법형식주의를 비판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전유하

였다고 평가한다.154) 법현실주의자들은 호펠드의 권리 분석을 토대로 소유권 

을 절대적이고 자연적인 권리로 보는 관념을 공격하였다 권리란 단지 법적. 

인 구성물 즉 법적 관계들의 다발이고 그런 다발의 요소들은 정치적 혹은 , , 

정책적 이유에 의해 얼마든지 쉽게 분해되었다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펠드의 분석 자체는 어떤 권리가 자연적이지 않다 혹은 자연적“ (

이다 라는 명제와 어떤 복합적 권리의 구성요소에는 본질적 핵심이 따로 )” “
없다 혹은 따로 있다 라는 명제를 참인 것으로 타당하게 논증하는 데 사용( )”
될 수 있는 전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당화의 문제이지 그러한 권. , 

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55) 

152) 앞의 논문 주 Penner, ( 121).
153) 앞의 책 주 면 면 Postema, ( 69), 98 , 104-6 .
154) 위의 책 면 , 105 .
155) 위의 책 면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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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펠드가 답하는 건 후자의 문제뿐이다 물론 호펠드는 법체계의 존재를 전. 

제하고 그러한 체계의 규칙들이 부여하는 제도적인 권리를 분석했지만 그의 , 

프레임워크는 도덕적 권리와 같은 비법적 권리를 명료하게 해명(non-legal) 

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호펠드는 개별적인 규범적 지위들 간의 . 

결합 원리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로부터 그런 결합 원리 . “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와 어떤 권리의 구성은 완전히 법 바깥의 그저 정” “ (

치적일 뿐인 정책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법현실주의의 명제를 도출) ”
할 수는 없다.156) 소유권 다발설의 탄생에 어떠한 사회역사적 배경과 지성사 

적 맥락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다발설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면 이처럼 미처 , 

강력하게 논증되지 않은 결점을 찾을 수 있다.

구성요소들의 결합원리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점은 오

노레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저 완전한 소유자성이 포함하고 있는 표준적 구. ‘ ’ 
성요소의 목록을 제시했을 뿐이다 어느 법체계에 존재하는 소유자성의 모든 . 

부분집합들이 반드시 점유할 수 있는 청구권 즉 그 물건에 대한 ‘ (possess) ’, 
배타적이고 물리적인 지배권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재산규칙의 체계는 , 

소유자성 혹은 소유권 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중심의 ( ) ‘ ’ 개념관 을 (conception)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오노레는 이런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 . 

호펠드 오노레 분석이 소유권 다발설의 중요한 전제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 

그렇게 분석된 소유권에 본질적 핵심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호펠드 오노레 분석 자. -

체는 소유권을 권리들의 다발로 여기지 않는 이론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분해될 수 있는 권리들의 다발(2) 

세기 내내 미국의 법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권리 다발 이론가들20

은 소유권을 어떤 물건을 두고 ‘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규범적 관계들의 집 

합 으로 본다’ .157) 이는 대세권 (rights in rem 을 문자 그대로 ) ‘대물권 으로서 ’
보는 견해 즉 어떤 물건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법적 관계로 보는 견해와 대, 

156) 앞의 책 주 면 Postema, ( 69), 106 .
157) 앞의 논문 주 면 Munzer, ( 150),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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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다 그런데 다발설의 실질적인 의미는 구성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 

실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이 파편화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소유권에는 특정, . 

한 본질적 핵심이 없고 얼마든지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온갖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제에서 소유권의 구성요소들은 여러 가지 방식

으로 다수의 당사자들에게 쪼개진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 , 

인은 일정 기간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리가 제외된 다발·

을 보유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같은 기간 그 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리, ·

가 주된 내용을 이루는 다발을 보유한다 이런 소유관계 아래에서 어떤 물건. 

의 소유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것에는 한 명의 소유자가 아니라 여러 명, 

의 소유자‘들 이 있다고 답해야 할 것이다’ .158)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누가  ‘
소유자인가 보다 누가 어떠한 권리들의 다발을 소유하고 있는가 가 더 중요’ ‘ ’
한 질문이 될 것이다.159) 소유권에 대한 이런 인식은 주로 영미법계에서 나 

타난다.160) 소유권에 관한 이런 개념관을  “분해가능한 다발설 이하 ”( “다발설”)
이라고 이름 붙이고 기본 주장을 아래와 같은 명제들로 정식화하고자 한다, .

분해될 수 있는 다발설 소유권은 여러 가지 권리들의 집합이다 그러한 권리들 중에: . 

는 소유권을 소유권으로 만드는 본질적 핵심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은 원리상의 제약 . 

없이 얼마든지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 

다발설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 즉 진보주의 의 관점에서 , (progressivism)

소유권의 절대성을 상대화하려는 운동 속에서 그러한 이론이 태동했다는 사

실은 다발설이 가지는 규범적인 의미를 잘 드러낸다.161) 소유권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각각 소유물에 관한 특정한 이익을 표상하며 이러한 관, 

점에서 소유권이란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들의 총체에 다름 아니다 저마다의 . 

158) Gerald Gaus, “Property”, in David Estlund(ed.),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hilosophy 면 면,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93-112 . 96 .
159) Joseph William Singer, Property,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면2014. 3 .
160) 김상용 물권법 제 판 화산미디어 면 , [ 4 ], , 2018, 311 . 
161) 소유권을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들의 총체 로 이해하는 부분에 관한 설명은 권 ‘ ’

영준 민법학의 기본원리 박영사 면 참고, , , 2020, 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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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이익들은 사회정책의 필요 등 다른 이익 가치들과의 형량을 거쳐 ·

보호의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소유권을 구성하는 복수의 권리, 

들은 다양하게 제한되고 어떠한 소유권을 이루는 다발의 모양이 형성된다, . 

소유권에 대한 법익 형량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다발 전체가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개별 권리들 낱개의 막대기들 의 차원이고 그만큼 소유권의 제한은 (= ) , 

유연해진다 이처럼 다발 개념은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에 친화적이다. .

한편 소유권을 법적 관계들의 복합적인 결합체로 보는 견해는 그러한 개

념 용어 사용에 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소유권 이라는 용어는 · . “ ”
그저 몇몇 법적 관계들 권리들 자유들 권능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점을 , , , 

알려줄 뿐 그러한 법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162) 법률가들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사안에서  

법적 관계를 이루는 다발의 자세한 내용이지 그런 상태를 소유권 이라는 , “ ”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지의 여부가 아니다.163) 그렇다면 소유권 이라 “ ”
는 표현을 버리고 그 대신에 주어진 사안들마다 법적 관계들을 기술하는 덜 , 

애매하고 모호한 진술들을 사용하는 편이 실용적이지 않은가?164) 

하지만 개념의 정의를 명료하게 내리기가 어렵고 지시하는 의미가 애매, 

하며 무엇이 중요한 측면인가에 관한 견해불일치를 피할 수 없고 주어진 , , 

상황마다 해석과 판단을 요구한다고 해서 어떤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면 소, 

유권뿐만 아니라 권리 자유 평등 정의 인간 존엄성과 같이 합리적이고 , , , , , 

합익적인 존재로서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 존재에게 중요한 정

치적 도덕적 개념들 즉 해석적 개념들 은 모두 사라져야 할 것이다· ( , ) . 

월드론은 소유자의 절대적 지배권을 함축하는 소유권의 개념 정의를 제시

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라고 보았고 또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엄격하게 분, 

석적인 정의를 고집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지만,165) 소유권 개념의 중요 

162) 앞의 책 주 면 Waldron, ( 35), 26-30 .
163) 위의 책 면 , 29 .
164) 위의 책 면 , 47-8 .
165) Jeremy Waldron, “Property and Ownership”,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면 위의 , 2016, 6 (PDF version of the entry); Waldron, 

책 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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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유권이라는 용어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이론과 실무에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회의론에 반

대했다 영미법계의 실무 법률가들이 그것의 불확정성에 만족하지 못할지언. 

정 소유권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166) 우리는 소 

유권에 대하여 개념과 개념관의 구별을 도입하고 법체계마다 나타나는 구체, 

적인 개념관들을 탐구함으로써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소유자성의 표준. 

적 구성요소를 밝힌 오노레의 작업이 그런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67) 오노레의 목록은 사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소유권을 설 

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여기서 소유권의 여러 개념관들은 가. 

족유사성의 관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유권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기 .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찾지 않고서도 소유권의 개념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호펠드 오노레 분석이 소유권의 . -

규범적 구조를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제. 5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권리들의 다발 사례 저작권(3) : 168) 

로마법 전통을 계승하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민법상 소유

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배타적 지배권으로 규정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 , 

권리들이 결합해 있는 다발이 아니라 다양한 양상의 법률적인 능력 민법학의 (

용어로는 권능 들을 포함하는 단일한 권리로 확립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 ’) . 

영미법의 재산권 혹은 소유권을 설명하는 주류적인 패러다임에서 사용되는 

권리들의 다발 개념을 우리 민법의 소유권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 ’ . 

지만 대륙법의 역사에서 소유권과 밀접하게 상호관계를 맺으며 확장되어 온 

저작권은 권리 다발 개념으로 잘 설명된다- .169) 우리는 저작권 사례를 통해  

한국의 법체계에는 생소한 권리 다발 개념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166) 앞의 책 주 면 Waldron, ( 35), 31 .
167) 위의 책 면 , 49-50 .
168) 권영준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경제규제와  , “ : ”, 

법 제 권 제 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면 참고, 3 1 , , 2010, 160-183 .
169) 위의 논문 면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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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작권은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 ·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지식재산권에 속하여 물권에는 해당하지 않

는다.170) 그리고 저작권은 서로 현저하게 구별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으로 구성된다.171) 저작재산권은 다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 , , , 

배포권 대여권 차적 저작물 구성권으로 구성되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 2 ,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개별적인 권리들은 모두 하, . 

나의 권리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권리가 별도의 소송, 

물로 여겨질 수 있고 저작재산권의 일부만 따로 떼어내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 은 위와 같이 다양한 권리들의 다발을 통칭하는 . “ ”
법적 용어이다. 

저작권 다발을 구성하는 낱개의 권리들은 특정한 목적 아래에서 여러 사

람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개별 권리. 

를 어떻게 양도하느냐에 따라 음반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만을 가지는 사람

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의 대여권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 . 

권리 다발의 분할은 어떤 저작물에 관하여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 , 

고 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련된 규범적 지위관계를 결정한다 저작권에 대한 , . 

법적 판단은 저작권 혹은 저작재산권이라는 분자화합물 수준에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다발을 구성하는 낱개의 권리라는 , 분자 수준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보호하는 법익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권. 

리 다발 개념이 가지는 실무상의 함의는 바로 이러한 방식의 형량에 있다- .

유연한 소유권의 관념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법리(4) : · 172) 

다발설의 요점은 이른바 유연한 소유권 이라는 발상을 통해 더 선명하게 ‘ ’
제시될 수 있다 우리는 소유권의 다면성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강고한 . ‘

170) 김상용 물권법 제 판 화산미디어 면 , [ 4 ], , 2018, 312 .
171) 이하 저작권에 대한 설명은 권영준 앞의 논문 주 면 권영준 앞의  , ( 168), 174-5 . , 

책 주 면 참고( 161), 248-51 .
172) 권영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 , “ ”, 

학 제 권 제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면 권영준 위의 , 47 4 , , 2006, 303-340 ; , 

책 면 참고, 235-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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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과 유연한 소유권 이라는 이분법을 도입할 수 있다’ ‘ ’ .173) 이러한 대립 

구도는 이 논문이 설정하고 있는 모듈설 대 다발설의 경합으로도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강고한 소유권과 유연한 소유권은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 

질 수 없는 소유권의 근본적인 이중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각각의 관념을 일. 

종의 이념형 으로 삼아 현실의 소유권 제도에 관한 이해 수준을 (ideal type)

높일 수 있다.

유연한 소유권 관념은 강고한 소유권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174) 이는 다발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유연, . 

한 소유권의 관념에 따르면 소유권은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① 

관계를 다루는 권리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권리 단, , ② ③ 

일한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가 복합적으로 합쳐진 권리 물권법정, ④ 

주의의 틀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권리 공동체 중심의 게르, ⑤ 

만법적 권리 개별적인 이익들을 중시하는 영미법적 권리 소유권의 , , ⑥ ⑦ 

상린관계를 강조하는 공존과 형량의 권리 공동체에 대한 배려로 행사되, ⑧ 

는 권리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의 테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

유연한 소유권 테제 소유권은 공동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유물에 관한 개별적인 : ·

이익들을 형량함으로써 형성되는 복수의 권리들로 구성된 복합적 권리이다.  

이러한 테제는 다발설의 다른 표현이다 유연한 소유권 관념은 한국의 법. 

체계에서는 낯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에서도 그러한 관념의 실례를 . 

발견할 수 있다 사실상 도로 와 같이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 ‘ ’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가지는 소유권의 행사 범위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오

래된 법리가 그것이다.175) 문제의 법리는 이른바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 ·

법리 라고 하여 그러한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의 권능들 가운데 배타적 사’ , 

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의사해석함으로써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점유 관· , 

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173) 권영준 앞의 책 주 면 참고 , ( 161), 243-4 .
174) 위의 책 면의 여덟 가지 항목 정리 , 244-264 .
175) 위의 책 면 이하 참고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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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활용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해

온 해당 법리의 타당성은 여러 측면에서 계속 문제시되어 왔다.176) 무엇보다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능들 중에서 사용 수익권만을 따로 떼어내어 영구·

적이고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전면성 혼일성 탄력, , , 

성 항구성이라는 소유권의 특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물권법정주의와 공시주, 

의를 위반하여 물권법의 기본 체계를 뒤흔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 대법원. 

은 기존 판례의 재해석을 통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물권적인 것이 ·

아니라 채권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선고 다( 2009. 7. 9. 2007

이후에도 그러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법리는 년에 다시 83649), . 2019

한 번 확인된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 권능의 대세적 영구적인 포기는 물“ · ·

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 · ·

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 

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만·

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177)

판결에 따르면 소유자의 사용 수익 권능은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

방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지만 결코 상실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게 제. 

약된 범위 내에서의 사용 수익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의문스럽·

다 여하간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펼침으로써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이 가지. 

는 본질적 특성을 수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판결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 

의 논지와 관련하여 유관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
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

176) 권영준 앞의 논문 주 , ( 172).
177)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2019. 1. 24. 2016 2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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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 [ ] …
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 . 토지 소유자

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

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 ]”… 178) 

위 사안에서 소유권에 대한 이익형량은 구체적인 권능들의 수준에서 행해

진다 소유권 자체는 단일한 권리라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토지 소유. ,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능들 중에서도 일부 권능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고 그러한 권능이 소유자에게 가져오는 이익을 다른 이익 혹은 가치와 비교, 

형량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소유권에 대. 

한 제한은 이처럼 어떠한 권능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하

게 나타난다.179) 소유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용 수익 처분권능 등에 대한  · ·

보호 혹은 제한의 여부와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은 조, 

합의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로 구성된 구체적인 소유권들이 형성된다- .

다발설의 실천적 응용 지구법학의 생태적 소유권 관념(5) : 

다발설은 배타적 지배권의 요소를 소유권 개념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고 

소유권의 형성 과정에 정치적 정책적 고려를 포함해서 다양한 가치의 투입을 ·

허용하기 때문에 현행 소유권의 배타적 성격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소유권 , 

개념을 제안하려는 이론가들에게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 

사례는 인류세 시대의 대안 담론인 지구법학 논의‘ ’(Earth Jurisprudence) 

에서 발견할 수 있다.180) 

지구법학의 주창자들은 인간 중심적인 소유권 관념이 자연 전체를 그러한 

178) 대법원 앞의 판결 주 강조는 필자 , ( 177). .
179) 김상용 물권법 제 판 화산미디어 면 , [ 4 ], , 2018. 318 .
180) 지구법학 담론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문헌은 다음과 같다 박태현 인류세에서  . , “

지구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환경법과 정책 제 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 , 26 , 

구소 면 강금실 외 지구를 위한 법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1-35 ; , , , 

지구법학의 자연의 권리 테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소유권의 문제2020. “ ” 
에 대한 탐색적인 논의로는 정준영 지구법학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환경법, “ ”, 
과 정책 제 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면, 26 , , 2021, 8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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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로 규정함으로써 지구에 대한 인간의 지배 착취 행위를 규범적으·

로 뒷받침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런 점에 비추어 소유권 중심의 근대 법. 

체계야말로 현재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생태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한·

다.181) 그 중에서도 버든 은 생태적 소유권 개념을 제안 (Peter D. Burdon)

한다 그는 사적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생태적 가치에 .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고자 하는데 흥미롭게도 소유권을 개별 권리들의 , 다발

로 분석하는 이론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논변을 구성한다.182) 버든은 호펠드-

오노레 분석의 함축에 주목하여, 소유권은 정적이거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사회제도라고 규정한다 소유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단일한 . 

권리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더, 

하고 뺄 수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역동적인 결합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 

유권은 현재처럼 인간중심적 가치를 반영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중심으로 하

는 요소들의 다발이 될 수도 있고 지구법학이 주장하는 생태적 가치에 부합, 

하는 요소들의 다발이 될 수도 있다 버든은 생태적 소유권 사유재산권 관념. [ ]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유재산권은 유무형의 대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들로 구성되는 인간 제도이다 인간에게 사유재산권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 

그것은 희소한 자원의 사용 양도 배타성에 관한 일정 수준의 지배력을 개인이나 집단, , 

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것은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지구 공동체의 모든 . 

구성원에 대해 가져야 할 의무 와 (obligation) 책무 의 척도이다(responsibility) .183)

181) 지구법학 이론가 중에서도 사유재산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사 

람은 버든 이고 그러한 주제의 주요 저작은 다음과 같다(Peter D. Burdon) , . 

Peter D. Burdon, Earth Jurisprudence: Privat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Routledge, 2015.
182) 위의 책 면 참조 이 부분은 정준영 앞의 논문 주 Burdon, , 101-34 . , ( 180), 108

면의 서술을 가져와 다시 정리하였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버든이 호. 

펠드 오노레 분석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페너를 인용하여 소유권 개념에서 - , 

물건 이 가지는 규범적 중요성 또한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생태적 소유권 관‘ ’ . 

념에서 토지와 같은 물건은 단순히 소유의 객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 

람과 사람 사이의 재산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소유권의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같은 책 면 참고. Burdon, , 1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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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소개한 생태적 소유권 관념에서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
가져야 할 의무와 책무 란 해로운 사용의 금지 와는 다른 내용으로 재산 소” ‘ ’
유자에게 부과되는 제약이다 그러한 책무는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가질 . 

수 있는데 어떠한 유형의 행위가 그것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한 가, 

지 예를 살펴보자 프란치스코 교황 이 년 월 일 . (Papa Francesco) 2020 10 4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자매들 에서는 소유권 문제가 중요하“ ”(Fratelli Tutti)

게 다뤄진다 회칙에 따르면 자신이 태어난 땅을 보호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 

하는 공동선에 근거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의 선 에 기여“ (good)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 라는 소유권의 적극적” (positive) 

의미가 발생한다.184) 이를 생태적 소유권관에 적용해보면 소유자는 지구 공 , 

동체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토지와 같은 소유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소유권 관념은 오노. 

레의 표준적 구성요소를 넘어서는 규범적 지위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론 . 

오노레의 목록은 변화에 닫혀있지 않다 다만 소유권을 구성하는 새로운 규. 

범적 지위의 승인은 특정한 종교적 철학적 교리가 아니라 공적 논거 이유에 · ·

기초하여 공적 정당화 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public justification)

다.185) 화학의 은유법을 사용하여 소유권이 분자화합물 형태의 물질이라면 , 

대안적인 소유권 관념의 구성이 신비로운 믿음에 이끌린 연금술로 끝나고 말

지 아니면 새로운 화학반응의 발견을 통해 미증유의 신물질을 생성하는 데까

지 나아갈지 여부는 그러한 근거제시에 달려있다.

183) 앞의 책 주 면 강조는 원저자의 것이다 버든은 사유재산 Burdon, ( 181), 107 . . “
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맥락에서는 넓은 ”(private property) , 

의미에서 사적 소유권 과 교환가능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 ” . 
184) 다음 바티칸 공식 사이트에서 회칙의 영문판 전문을 참조하였다 .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encyclicals/documents/p

apa-francesco_20201003_enciclica-fratelli-tutti.html)
185) 공적 정당화 요청에 대해서는 김도균 앞의 논문 주 ,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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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모듈설3. 

다발설의 문제점과 타인배제 테제(1) 

다발설의 주장에 맞서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의 본질, 

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재산권 이론가는 법학자 페너 이(essence) (Penner)

다.186) 페너는 베커 월드론 먼저와 같은 학자들이 호펠드 오노레 분석에  , , -

의해 소유권의 본성이 만족스럽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한다.187) 그만큼 다발설이 영미법계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우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188) 그러나 페너는 소유권은 권리들의 다발이다 라는 문 “ ”
장은 설명 모델을 통해 논증된 명제가 아니라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다 그는 그러한 패러다임에는 진정한 이론 이 존재하지 않고 그저 소유권. ‘ ’ , 

을 다발이라는 모양으로 그럴 듯하게 묘사하는 그림 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 ”
한다.189)

페너는 호펠드와 오노레가 출발점을 제공한 다발설의 문제들을 지적한다. 

첫째 다발설은 법적 논의를 정책 논쟁에 열려 있도록 방치한다 하지만 정, . 

책적 고려는 소유권이 법적 범주로서 기능하는 역할에 대하여 말해주는 바가 

없다.190) 둘째 소유권 관계와 다른 규범적 관계들 사이의 경계를 혼란스럽 , 

게 만든다 소유권 범주의 개념적 표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소. ‘ ’ . , 

유의 객체인 물건 에 관한 현실에서 작동가능한 개념 없이도 소‘ ’ (workable) 

유권의 그러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 없이 내세운다.191) 이런  

비판에 기초하여 그는 소유권 개념을 물건에 대한 권리“ ”(right to a thing)

로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한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만 재산과 소유권에 관련. 

한 현실의 법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견. 

186) 앞의 논문 주 면 Munzer, ( 150), 289 .
187) 앞의 논문 주 면 Penner, ( 121), 713 .
188) 위의 논문 면 , 714 .
189) 위의 논문 면 페너가 자신의 이 논문 제목을 소유권에 대한 권리들의  , 714 . “

다발 이론 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권리들의 다발 ” “ 그림 이라고 정한 것은 ”
그런 이유에서이다. 

190) 위의 논문 면 , 722 .
191) 위의 논문 면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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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압축되어 있는 타인배제 테제 는 아래와 같다 여기‘ ’(exclusion thesis) . 

서 타인배제의 권리는 소유물의 사용이 창출하는 가치에 의해 정당화되는 권

리이다. 

타인배제 테제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는 그 물건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 [= ]

리다 그것은 우리가 그 물건의 사용에 관해 가지는 이익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192)

소유권에 관한 타인배제 테제의 핵심은 물건 개념에 있다 페너는 호펠‘ ’ . 

드가 소유권 개념에서 제거해버린 물건 개념의 특별한 지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물건 은 . ‘ ’ 물건에 대한 권리 (rights in rem 와 ) 물건에 대한 의무 

(duties in rem 를 매개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대응관계는 대) . 

칭적이지 않다.193) 물건에 대한 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소유자를 제. 

외한 모든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의무 에 의하여 심지어 소유자가 누구‘ ’ ― 

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어떤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배제한다는 ―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렇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과 일면식도 없을 소유, ( ) 

자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보유자로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건물 주차장을 . 

떠올려보자 우리는 주차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차량들에 대하여 침범하지 . 

않고자 행동을 삼간다 이름도 모를 차주들과의 규범적 관계는 주차되어 있. 

는 그 물건 의 존재에서 성립한다 물건이 매개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 ’ . 

혹은 권리의무 관계가 보여주는 이러한 비대칭성은 현실의 소유권 관계에서 

물건 개념이 점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배타적 모듈설 정보비용의 최소화(2) : 

페너로부터 촉발된 논의는 정보이론 의 대표주자인 스미스‘ ’ (Henry E. 

가 이어간다Smith) .194) 그는 다발설의 대안으로 정보비용의 문제에 적절한  

192) James E. Penner, The Idea of Property in Law, Oxford University 

면Press, 1997, 71 .
193) 이하의 설명은 위의 책 면 참고 Penner,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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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내놓는 모듈설 을 제시한다 소유권은 (modular theory of property) . 

모듈화된 물건들 에 관한 법 이며 그것은 ‘ ’ (the law of modular “things”) , 

단지 개별 권리나 권리들의 다발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 

프레임워크라는 것이다.195)

우선 스미스가 말하는 모듈 이란 무엇인가 그는 모듈 방식‘ ’ ? (modularity)

이 어떤 체계의 복잡성을 관리하는 열쇠라고 말한다.196) 모듈로 조직되어 있 

지 않은 체계는 내부에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것. 

은 체계 내의 아주 작은 요소의 아주 작은 변화가 다른 요소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런 체계를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 

거나 아니면 예상할 수 없는 변화를 회피하기 위해 경직되게 만든다 우리, . 

는 그런 체계의 특정한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대부분의 내, 

부 정보는 모듈 안으로 숨기고 모듈끼리만 상호작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모듈 방식은 하나의 모듈에 생길 수 있는 변화가 체계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복잡성을 관리한다 스미스는 소유권 체계. 

에서 물건 이 바로 모듈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 그에 반하여 다발설에 근거‘ ’ . 

를 둔 소유권 체계란 모듈화되어 있지 않은 체계이다‘ ’ . 

모듈 개념에 기초한 스미스의 기본 논변은 다음과 같다.197) 소유권은 작 

은 부분들로 얼마든지 분해할 수 있는 다발 같은 것이 아니다 소유권 체계. 

194) 바론 은 스미스의 이론적 접근법을 정보 이론 으로 분류하고 (Jane B. Baron) ‘ ’ , 

싱어 의 이론적 접근법을 진보적 소유권 이론 이라고 분류(Joseph W. Singer) ‘ ’
한다. Jane B. Baron, “The Contested Commitments of Property”, 
Hastings Law Journal 면, Vol. 61, 2010, 917-967 ; AJ van der Walt, 

“The Modest Systemic Status of Property Rights”, Journal of Law, 

Property, and Society 면 바론의 구분을 소개하는 , Vol. 1, 2014, 15-106 . 

부분은 면17-18 .
195) Henry E. Smith, Property as the Law of Things, Harvard Law 

Review 면 여기서는 면, 125, 1691-1726 , 1700 ; Joseph William Singer, 

“Property as the Law of Democracy”, Duke Law Journal, 63, 2014, 

면1291-2 .
196) 위의 논문 면 Smith, , 1701-2 .
197) 이하 스미스의 논의에 대한 설명은 앞의 논문 주 면을  Singer, ( 195), 1291-8

함께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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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소들은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만 한

다 그것이 . ‘다발 과 ’ ‘모듈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다 그런 이유로 법은 개별 ’ . 

소유권들을 모듈로 구조화하고 그런 모듈 안에 들어 있는 권리들을 분해할 , 

수 있는 소유자의 능력을 제약한다.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자원이 희소하게 존재하는 환경은 필연적으로 행

위조정 의 문제를 낳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규(coordination) . 

칙이 필요하지만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그런데 우리, . 

는 재산법을 통해 특정 물건들을 소유자들에게 배정하고 그들에게 온 세상, 

에 맞서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다시 말해 , 

그에게 ‘물건에 대한’(in rem 권리들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데에 필요한 정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산법이 하는 일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런 권리들은 소유권의 객. 

체로부터 모든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를 통해 보호된다 타인. 

배제의 권리는 소유권 체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스. 

미스는 이를 “타인배제 전략 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전체 소유권 체계의 건축” , 

구조 를 보여준다 소유권 체계는 하나하나의 모듈들을 벽돌로 (architecture) . 

삼아 세워진 건축물인 것이다 여기서 타인배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 

할 수 있다.

타인배제 전략 재산법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 

소유자에게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의 권리를 부여하는 전략을 택한다. 

타인배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권리에 배타적 지배권의 요

소들이 언제나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본질적 핵심을 중심으로 . 

소유권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타인배제 전략만을 취.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구체적인 사정과 맥락을 고려하여 특정한 재산. 

권이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분배될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스미스는 이를 . ‘관
리(governance) 전략 이라 부른다 이러한 예외적인 방식은 그런 선택이 사’ . 

회에 순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된다. 



- 86 -

스미스의 모듈설이 타인을 배제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 

유권에 대한 이러한 개념관을 “배타적 모듈설 이하 ”( “모듈설 이라 부를 수 ”)
있다 모듈설의 기본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배타적 모듈설 소유권은 여러 가지 권리요소들의 집합이다 소유권 체계 속에서 인간: . 

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배타적 지배권의 요

소들이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소유의 객체인 물건들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 

은 소유권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모듈 이다‘ ’ .

소유권에 본질적 핵심이 있는가의 문제에서 다발설과 모듈설은 극명하게 

갈라진다 하지만 소유권은 호펠드 오노레 분석에 의해 밝혀지는 다양한 권. ‘ -

리 요소 들의 집합이다 라는 명제는 두 가지 이론 모두에서 유효하다 차이는 ( ) ’ . 

다발설에서는 그 집합 묶음 이 낱낱의 요소들 막대기들 로 분해될 수 있지(= ) (= )

만 모듈설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모듈설에 부합하는 한국 민법상의 소유권(3) 

한국 민법 제 조는 소유권의 내용으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211 “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한다 문언에 따랐을 , , ” . 

때 소유자의 권리는 크게 사용의 권리 수익의 권리 처분의 권리로 구성된, , , 

다.198) 이때 사용과 수익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고 , 

처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199) 그런데 민법 제 211

조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열거한 것은 소유권의 내용이 될 · ·

수 있는 모든 개별적인 권능 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권능들을 예시한 것‘ ’
으로 해석된다.200) 우리 민법의 소유권은 개별적 권리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 

니라 어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권이라는 것이다, .201) 

198) 민법학 문헌들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에 대하여  

권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호펠드 요소로서의 권능 과는 “ ” , ‘ ’(power)

다른 것이다.
199) 곽윤직 김재형 물권법 제 판 박영사 면 · , [ 8 ], , 2015, 222 .
200)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 한국사법행정학회 면 ( ), : 1, , 2019, 584 .
201) 위의 책 면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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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으로 , , 분할된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권리이며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권능은 바로 혼일적 인 소유권으로부터 유출되· · ( )渾一的

어 나온다 따라서 소유권을 여러 개의 독립한 권리를 묶어서 만든 . ‘권리의 다발’(a 

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을 넘어bundle of right) , · ·

선 전면적 지배권인 것이다 결국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은 물론이고 점유 보. · · ·

존 관리 개발 등의 인간이 · · 물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내용으로 한다.202)

다발설과 모듈설 사이에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민법학의 태도는 분명하다 . 

우리 법의 소유권은 개별적인 권리로 분할될 수 있는 다발이 아니라 물건을 , 

배타적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소유권은 기본 성질로· . 

서 혼일성 을 가진다‘ ’( ) .混一性 203) 소유권은 여러 가지 권능들의 집합이 아니 

고 그러한 개별적 권능은 혼일한 즉 한데 섞여 있는 하나로 존재하는 소유, ( , ) 

권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성질은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이 . ‘모듈 로 설명될 수 ’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 물권법은 민법 제 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185 “
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법이 물권의 자유로운 창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우선 물권 공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 물권 관계에서 사적 자치를 배제함으로써 물권 관계를 명료, 

하게 하고 물권 거래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204) 물권법 제 

도의 이런 특성은 정보비용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모듈화된 물권 을 제시한 ‘ ’
스미스의 이론이 잘 설명할 수 있다.

평가4. 

우선 소유권은 하나의 법적 권리로서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의 집합으로 -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영미법계에서든 대륙법계에서. , 

든 모든 유형의 소유권은 다양한 조합의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을 그것의 내-

202) 김용담 앞의 책 주 면 강조는 필자 , ( 200), 558 . .
203) 곽윤직 김재형 앞의 책 주 면 · , ( 199), 221 .
204) 김상용 앞의 책 주 면 , ( 2),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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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가진다 다음으로 소유권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한다고 보느냐. 

에 따라 소유권을 권리들의 다발 로 설명하는 이론과 물건에 대한 배타적 ‘ ’ ‘
지배권 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구별된다’ . 

다발설에 따르면 소유권은 낱낱의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로 분해될 수 있-

다 따라서 특정한 권리요소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소유자의 지위를 가질 .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한 소유권 관념에서 소유권이란 소유물에 관한 다양한 . ‘ ’ 
법익들의 결합체와도 같다 한편 모듈설에서도 소유권은 호펠드 오노레 요소. -

들을 가진다 하지만 다발설에서와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한국 . . 

민법에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 로 규정되는데 여기서 사용권‘ · · ’ , , 

수익권 처분권은 따로 분해될 수 있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아니라 소유권이, 

라는 전면적 지배권이 행사되는 여러 양상들 가운데 하나이다.205) 소유권자 

는 소유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 처분 행위만이 아니라 법률에 열거되지 않, , 

은 수많은 행위들을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들은 모두 호펠드 오노레 요소. -

로 표현될 수 있고 또 적절한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의 강고, . ‘
한 소유권 은 낱낱의 권리들로 분해되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한 물권이다’ , .

현실의 소유권 체계와 그에 대한 이론들은 모두 관념과 제도의 역사적 산

물이다 호펠드 오노레 분석을 활용한 다발설이 등장하고 확산된 배경에는 . -

세기 초반 미국의 역사적 상황이 있었다 헌법이 보호하는 자연적 절대적 20 . ·

권리로서의 소유권 관념에 맞섰던 법현실주의 운동의 맥락이 존재한다 비판. 

법학운동을 이끈 웅거 는 소유권을 규범적 관계들의 다발로 (R. M. Unger)

보는 생각이 세기에서 세기에 이르는 동안 법이론이 거둔 최고의 그리19 20 (

고 유일한 분석적 성과라고 말한다 한 사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모든 ) . 

권리들을 집중시키는 현대의 소유권 관념이 법의 역사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변칙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는 것이다.206) 우리는 여기에서  

소유권 개념에 관한 분석적 차원의 탐구가 가질 수 있는 함의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호펠드 오노레 분석은 소유권은 자연권인가 와 같은 질문에는 . - ‘ ?’

205) 우리 민법학에서는 이러한 권리 행사의 양상들을 소유권에 따른 권능들 이라 ‘ ’
고 말한다.

206) 로베르트 웅거 비판법학 운동 이재승 역 앨피 면 , , , , 2019,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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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의 관념에 의심을 품게 함으로써 규. 

범적 정당화가 요청되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다.

년대 이후 미국에 벌어진 소유권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면 세기 1990 , 20

이래 다발설이 주류인 조건에서 배타적 지배권 중심의 소유권(rights to 

관념을 새롭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현대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things) . 

러한 지적 맥락은 영미법 체계의 소유권 제도와 재산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 법체계의 물권법과 소유권 제도는 배타적 지. 

배권 중심의 소유권 개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모듈설에 부합한

다 현행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모듈에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 · ·

위를 비롯하여 온갖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이 혼일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결합-

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체계에 도입되어 작동하고 있는 영미식 신탁 제. 

도가 물권법정주의와 같은 대륙법계의 소유권 제도와 상호작용하고 있고 또 , 

유연한 소유권 관념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의 법학과 , 

법철학에서는 거꾸로 다발설의 아이디어가 비평적 관점에서 참신한 법률적 

쟁점을 만들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주류 법학의 지배적인 사고방식 바. 

깥에서 근대적 소유권 개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의 이론적 도구로서 다발설

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전통적인 소유권관에 맞서 법의 개혁을 . 

추구한 세기 초반 미국의 법현실주의자들처럼 말이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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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분자화합물 소유권4 

소유권의 분자화합물 구조1. 

제 장에서 제시한 권리 분석 모델에 따르면 소유권 개념은 3 ‘분자화합
물 구조를 가진다 그에 따라 어떤 자동차의 소유’(molecular compound) . 

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권리 요소 들의 결합체를 가진다는 것이다( ) .

그림 어떤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구성요소들< 3> 207)

원자 수준 개별 권리를 구성하는 : ① 청구권 요소 자유 요소 권능 요소 면제 요소- , - , - , -

분자 수준 소유권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들인 : ②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 , , 

분자화합물 수준 분자 권리들의 : ③ 화합물로서의 소유권

위와 같은 권리들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규칙에 의해 내용과 한계

가 결정되는 것이고 소유자성에 포함되는 의무와 책임의 제약을 받는다, . 

우리는 분자화합물 구조를 가지는 소유권을 분자의 수준으로 분해하고, 

207) 앞의 논문 주 이 도표는 면의 도표를 변형한 것이다 Wenar, ( 98). 233 .

어떤 자동차의 소유자인 당신은

당신의 청구권을 

포기 무효화 양도할, , 

혹은 그러지 않을( )

형성권을 가진다.

타인이 당신의 청구권을

변경하지 못하게 할

면제권을 가진다.

일차적 권리에 대한 

이차적 권리

그 자동차를 사용할

혹은 그러지 않을( )

자유권을 가진다.

타인이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청구권을 가진다.

그 자동차에 대한

일차적 권리

소유권자 자신의 행동에 관한 

능동적 권리 행사되는 권리(= )

상대방의 행동에 관한

수동적 권리 향유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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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자라는 최소 단위까지 분해함으로써 어떤 소유권을 소유물에 대한 , 

어떤 행위가 허용 명령 금지되는지를 진술하는 문장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 . 

러한 분석 방법은 어떠한 재산권 형성 제한 입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 소유권의 어떤 구성요소인지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법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분자들의 결합원리 두 개의 이론2. : 

소유권을 분자 원자로 분해하는 작업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

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소유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째서 그러한 모양으. 

로 결합하고 있는가? 원자 분자- 수준에서는 호펠드 요소들이 개별 권리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관한 한 가지 설명으로 지배설에 기초한 웰만의 이론

(핵심 요소와 결부 요소 을 도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 . 분자 분자화합물- 수준 

에서도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정의하는 핵심 권리가 따로 존재하는지 만, 

약 그렇다면 왜 모종의 권리가 그렇게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지가 중요한 문

제가 된다. 

개별 권리들이 어떤 구조로 화학적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 분자화합물로서

의 소유권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다발설과 모듈설은 이러한 결합 법칙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이다 우리는 . 다발설 대  모듈설의 논쟁을 미국 재산법 논

의의 맥락 속에서 접하게 되지만 그 두 가지 개념관 을 소유, (conceptions)

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상이한 이론으로서 정립할 수 있다.

소유권이라는 분자화합물은 특별히 큰 질량 가치의 비중 규범적 중요도( , )

을 가지는 분자 없이 비교적 쉽게 쪼개질 수 있는 다발일 수 있다 반면 소. 

유권은 다른 분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질량 가치의 비중 규범적 중요도( , )

을 가진 핵심 분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며 단단하게 결합해 있

는 모듈일 수도 있다 우리가 제 장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을 탐구하는 방법. 2

을 고찰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견해불일치 속에서 경합하는 이론들 ,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전적으로 기각하거나 어느 한 쪽에 영원한 승리를 선언, 

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언어행위의 주체로 참여하는 실천적 논증대화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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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적 논증대화라는 고유한 언어게임에서 문제의 개념 용어가 어떻게 사용

되고 기능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 하나의 평가 기준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 

모른다 예컨대 소유권 언어의 화용론적 의미에 기초하여 두 이론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언어게임에서 소유자 라는 단어가 처분권 없이 . “ ”
사용수익권만을 보유하는 사람까지도 지칭하는 용법을 가지는가 이런 질문? 

에 만약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재산규칙의 체계에는 다발설‘ ’
이 더 잘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다발설 과 모듈설은 구체적인 법체계의 사유

재산 제도와 소유권 관념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느냐로 경쟁

할 수 있다 이런 평가 척도를 . ‘있는 소유권 에 관한  ’ ‘설명적 힘 이라고 표현’
하고자 한다 한편 두 이론은 지배적 주류적 전통적인 소유권 관념의 문제점. · ·

을 드러내고 대안적 관념을 구성하는 데에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로 경쟁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 척도는 . ‘있어야 할 소유권 에 관한  ’ ‘비평적 힘 이라고 ’
말할 수 있다.208) 두 이론이 가지는 설명적 힘과 비평적 힘은 영미법계와 대 

륙법계에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요컨대 . 다발설은 영미법계에서 

더 큰 설명적 힘을 가지는 한편 대륙법계에서는 더 큰 비평적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 모듈설은 그 반대일 것이다 소유권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설. 

명하는 이론들은 법체계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한다.

두 이론의 기본 특징을 아래 표 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양극< 3> . 

단에 위치한 순수한 다발설의 소유권 모델과 순수한 모듈설의 소유권 모델은 

일종의 이념형 이다 현실의 소유권 사례들은 두 모델 사이에 드(ideal type) . 

리워진 스펙트럼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다.209) 소유권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결합될 수 있다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제한적인 . 

소유권도 존재할 수 있고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 

간주되는 소유권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다발설과 모듈설의 차이는 초점의 . 

문제이기도 하다.210) 다발설이라고 하여 소유권을 구성하는 타인배제권의 규 

208) 설명적 인 것과 비평적 인 것의 구분은 벤담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벤담 앞 ‘ ’ ‘ ’ . , 

의 책 주 면( 29), 578-9 . 
209) 앞의 책 주 면 Thomas W. Merrill, Henry E. Smith, ( 150), 6 .
210) 위의 책 면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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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적 중요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 반대로 모듈설이라고 하여 현대의 법, 

체계에서 타인배제권에 부과되고 있는 다양한 제약들을 모른 체할 수는 없

다 결국 소유권의 어떤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 .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소유권의 규범적 구조를 제시한다.

표 다발설과 모듈설의 비교< 3> 211) 

211) 다발설과 모듈설의 비교를 강고한 소유권 과 유연한 소유권 의 비교에 견주어 ‘ ’ ‘ ’
볼 수 있다 권영준 앞의 책 주 면 이하 이에 따르면 다면적인 소유. , ( 161), 244 . 

권의 양쪽 측면을 강고한 소유권과 유연한 소유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 

특성의 차이는 대물적 수직적 권리 대인적 수평적 권리 강력한 권리 · vs. · , ① ② 

부드러운 권리 단일한 권리 복합적 권리 고정적 권리 가변적 vs. , vs. , vs. ③ ④ 

권리 로마법적 권리 게르만법적 권리 대륙법적 권리 영미법적 권, vs. , vs. ⑤ ⑥ 

리 배제의 권리 형량의 권리 개인에 대한 강조 공동체에 대한 배, vs. , vs. ⑦ ⑧ 

려로 나타난다 이 항목들은 소유권에 관한 여덟 가지 측면의 근본적인 이항대. 

립이라고 할 수 있다.
212) 앞의 논문 면 Munzer, (150), 289 . “a set of normative relations between 

persons with respect to things”

다발설 모듈설

소유권의 규범 관계 물건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관계212) 소유자과 소유물 간의 특별한 관계 인정

소유권의 본질적 핵심 따로 없음 배타적 지배권의 요소타인배제권( )

분할에 대한 제약 정도 원리상으로 분할에 제약이 없음 분할 제한

물건 개념의 중요도‘ ’ 개별 권리의 내용에 관련됨 소유권 개념 구성에 핵심으로 기능

의 이해“rights in rem” 권리 상대방의 수효 범위에 따른·

대세권적 성격 중심

물건과의 관계에 기초한

대물권적 성격 중심

실천적 함의 소유권의 절대성에 관한 비판 소유권의 명료한 개념 제공

정당화 근거
정치적 정책적 고려를 포함한 ·
다양한 가치 투입 허용

정보비용 최소화효율성- ( )
자기소유권자유 자율성 자기결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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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소유권의 규범적 구조5 

제 절 소유권의 목적1 

새로운 논쟁 정보이론 진보적 소유권 이론1. : vs. 

스미스는 자신이 제시한 모듈설이 법현실주의자들의 다발설보다 소유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한다.213) 소유권 체계는  

소유자에게 타인배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유물의 사용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세상의 온갖 물건들은 각각의 모듈로서 그것의 소유자가 아닌 모. 

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확하고 단순한 신호를 발신한다 이 물건에는 . “
소유자가 있으니 함부로 만지지 마시오 소유권 모듈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 
딱 그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소유자의 자유에 기여한다 소유자. 

가 가지는 타인배제의 권리는 청구권이므로 항상 상대방 타인의 의무를 수, 

반한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장소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는 방식. 

으로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 

의무를 수행한다 의무를 지는 사람들은 눈앞의 어떤 물건을 두고 자신의 행. 

동을 결정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그 물건에는 소유자가 있음 이외에 다른 , ‘ ’ 
특별한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 주차장의 수많은 차량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 

자동차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차량구, , 

매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그 자동차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를 전혀 모르고서도 차주들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지킬 수 , 

있다 소유권 체계는 소유자에게 타인배제의 권리를 부여하는 전략을 통해 . 

정보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타인배제의 권리는 소유권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214) 우리는 그저 타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 

213) 앞의 논문 주 면 Smith, ( 195), 1702-3
214) 위의 논문 면 ,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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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다른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하, 

여 예컨대 나의 것을 나의 의사대로 사용하는 자율성을 누리기 위하여 그러, 

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모듈설의 논지는 이러한 목적 수단 관계를 떠나서. -

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소유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듈설 대 다발설 의 구도로 나타나지만 미국 재산법학계의 최근 동향에 ‘ ’ ‘ ’ , 

따르면 정보이론 대 진보적 소유권 이론 이하 진보이론, ‘ ’ ‘ (progressive) ’( “ ”)
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도 정식화될 수 있다.215) 여기서 모듈설은 정보이론 

이라는 큰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진보이론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 

중심으로 소유권을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다발설과 기본 전제를 공유하지만, 

소유권을 원하는 대로 제약 없이 분할할 수 있는 소유자의 능력을 옹호하지

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발설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216) 소유권은 계약과  

같은 다른 법적 관계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보이론과 진보이론은 소유권의 내적 구조 안에 핵심부와 주변부가 따로 

존재함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두 이론 사이의 단층선은 무엇을 . 

핵심에 위치시키는가에 있다.217) 정보이론은 소유권의 핵심부에 타인배제의  

권리가 있다고 보는 반면 진보이론은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있다고 주, 

장한다 두 이론은 소유권을 표현하는 메타포의 측면에서도 대비된다. .218) 정 

보이론가들은 소유권을 하나의 ‘기계 로 그려낸다 소유권은 오랜 ’(machine) . 

시간 나름대로 훌륭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데에 기능하고 작동해온 기계이다. 

진보이론가들은 소유권을 하나의 ‘대화 로 보여준다 대화 라’(conversation) . ‘ ’
는 메타포는 진보이론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반영한다. 

우리는 소유권 체계가 실제로 충분히 좋은지에 관하여 질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 [ ] . 

소유권이 만들어내는 인간관계의 질에 관하여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논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소유권 체계가 옹호해야 할 가치들을 실현하는 데에 실패한 소유. 

215) 앞의 논문 주 면 Baron, ( 194), 918 .
216) 위의 논문 면 , 938-9 .
217) 위의 논문 면 , 920 .
218) 위의 논문 면 ,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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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규칙들을 다시 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19)

흥미로운 사실은 정보이론과 진보이론 모두 다발설의 한 가지 테제인 소

유권의 자유로운 분할가능성을 비판한다는 점이다 정보이론은 소유권 체계. 

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소유권 다발이 무제, 

한적으로 분할되고 변형된다면 정보비용을 과도하게 높여 소유권 체계가 제

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보이론은 소유권 체계가 추구하. 

는 목적에 따라 소유권 다발의 내용이 규제된다고 본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 

해서는 완전한 계약의 자유가 인정될 수 없다 소유권 체계는 사회적 관계에 . 

대한 규범적인 판단을 반영한다.220)

정보이론에 대해서는 모듈설을 설명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논하였기 때문

에 이하에서는 진보이론에 관하여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진보적 소유권 이론 가치를 함축하는 소유권2. : 

진보이론가들은 소유권이 인간의 번영 역량의 개발 타인의 인간성과 존, , 

엄성에 대한 존중 시민적 덕성 상호성의 향상 민주주의 통치에 참여하는 , , , 

데 필요한 권리 등의 가치들을 증진하고 반영한다고 생각한다.221) 진보이론 

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마다 어떤 가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전개된다.222) 하지만 진보이론의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몇 가지  

공통 견해를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소유권의 내용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 , 

에 비추어 공동체의 집단적인 숙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소유권 . , 

체계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들은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셋째 소유. , 

자 개인은 공동체에 속하여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의 행사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219) 앞의 논문 주 면 Baron, ( 194), 920 .
220) 위의 논문 면 , 940 .
221) 위의 논문 면 , 918-9 .
222) 이하 논의는 위의 논문 면 , 92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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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이론의 핵심 테제는 아래와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223) 소유권이란  

그것이 실현하는 가치들을 떼어놓고서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소유권에 관한 보통의 관념은 타인을 배제할 권리 혹은 소유물을 사용(common) ① 

할 자유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한 접근만으로는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 ,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소유권 관념에 내재한 긴장과 소유권이 타. 

인에게 불가피하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는 소유권이 이바지하는 가치와 , 

소유권이 형성하고 반영하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소유권은 통약불가능한 복수의 가치들을 함축한다 그런 가치들에는 개(implicate). ② 

인과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가치들이 포함되고 사람들이 존중과 존엄을 누리면, 

서 서로 관계맺을 수 있도록 인간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가치들도 포함된다 한. 

편 그런 가치들은 도덕적 요구와 의무를 낳는다 더하여 그런 가치들의 추구는 정. 

당한 사회적 관계 정당한 분배 민주주의에 관한 도덕적 정치적 개념관들을 포함, , ·

한다 그것은 겸허함과 같은 덕성을 요구하고 소유권의 행사가 미래세대를 비롯한 . , 

타인들 자연환경 비인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 , 

구한다.

소유권의 권원 에 대한 선택은 피할 수 없다 가치들은 통약불가능하(entitlement) . ③ 

지만 합당한 근거를 갖춘 숙고를 통한 합리적 선택은 가능하다 그러, (reasoned) . 

한 숙고는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소유권은 힘 을 부여하고 인간의 삶 발전 존엄에 필수적인 희소한 자원(power) , , , ④ 

들을 할당한다 모든 인간 존재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재산법은 완전한 . , 

사회적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능력을 증·

진해야 한다. 

소유권은 공동체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것의 모양을 정한다 재산법은 공동, . ⑤ 

체 속의 관계들을 착취적이고 모욕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해방적이고 고귀, 

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재산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적합한 종류의 사. 

회적 삶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223) Gregory S. Alexander, Eduardo M. Peñalver, Joseph William Singer, 

Laura S. Underkuffler, "A Statement of Progressive Property," Cornell 

Law Review 면 요약하여 정리, Vol. 94, No. 4, 2009, 743-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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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관한 법 으로서의 소유권3. ‘ ’

진보이론 그룹에 속하는 대표적 이론가인 싱어 는 민주주의(J. W. Singer)

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소유권 문제를 논한다 그는 정보이론가 스미스의 논. 

의를 평가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싱어에 따르면 스미스의 설명은 세 가. , 

지 점에서 유익하다.224) 첫째 그것은 소유권이 단지 하나의 개별적인 권원 , 

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스미스(entitlement) (system) . 

에게 소유권은 낱개의 권리들로 얼마든지 분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 

의 소유권은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타인배제의 권리를 중심 요. 

소로 가지는 일종의 체계이다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과 같이 소유권 제도가 . , , 

추구하는 중요한 속성들은 소유권에 속하는 개별 권원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

이 아니라 전체 체계의 차원에 이르러야 새롭게 창발하는 성질, (emergent) 

이다.225) 이 지점에서 싱어는 소유권의 승인과 행사가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한 체계 속에서 소유자가 소유물. 

로부터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 

한계는 그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그것은 소유권 체계. , 

의 기본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소유권이 시장보다 앞서 정의되어야 함을 밝, 

힌다 소유권이 먼저 존재해야 개인의 자유도 시장의 효율성도 실현가능하다. 

는 것이다 셋째 그것은 왜 재산법이 소유권 분할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 ,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소유권 모듈들은 사람들에게 값진 정보를 상호작. ― 

용에 꼭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고 즉 불필요한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하지 ( , ― 

않고 우리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우며), ,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한다.

그런데 싱어는 우리가 재산법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계산을 방법으로 택하는 경제학적 분석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도덕이론 정치철학 역사학 법이론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 , , 

224) 스미스의 이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앞의 논문 주 면 Singer, ( 195), 1296-98 . 
225) 앞의 논문 주 면 Smith, ( 195), 17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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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226) 싱어는 스미스의 모듈설이 인간 사이의 행위조정 문제에 대해서 

는 좋은 답을 내놓았지만 소유권이 , 헌정에 관한 문제이기도 (constitutional) 

하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한다.227) 스미스의 분석 방법이  

재산법뿐만 아니라 공법과 사법 모두에 근본적인 요소인 가치의 문제 를 등‘ ’
한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싱어는 스미스의 분석 속에 이미 소유권 체계가 . 

증진하려는 여러 가치들이 규범적 가정의 형태로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228) 

그런데 자유 평등 안정성과 같은 가치들은 스스로 정의될 수 없으며 해석, , , 

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 

위해 도덕 정치 법이론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

여기서 헌정에 관한 이라는 표현은 단지 헌법과의 연관성만을 뜻하는 것“ ”
이 아니라 소유권 제도가 사회적 삶 도덕규범 정치권력 법치주의의 바탕, , , , 

을 이룬다는 점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소유권 제도는 인간 상호. “
작용의 복잡성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호작용의 성격 자체를 형성하, 

기도 한다.”229) 소유권은 우리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고 생명 자유 행복추 , , , 

구와 같은 가치의 증진에 관한 것이며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모, . 

든 사람을 평등하게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우리의 관념을 반영한다. 

재산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법률적인 프레임워크이며 소유권에 , 

관한 결정은 정치도덕적 가치와 규범 정치체 의 형태에 관한 선택이, (polity)

기도 하다 따라서 소유권은 스미스의 슬로건처럼 . ‘물건에 관한 법 일 수도 ’
있겠지만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를 다루는 , ‘민주주의에 관한 법’(the 

이기도 하다law of democracy) .

소유권이 헌정과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은 소유권에 관한 결정

이 다름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소유권 규칙을 결(political) . 

정하는 일은 법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이다 여기서 정치적 이라는 용어. “ ”
의 의미는 입헌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평등‘

226) 앞의 논문 주 면 Singer, ( 195), 1300 .
227) 위의 논문 면 이하 저자의 논지를 정리 , 1299 .
228) 위의 논문 면 , 1300 .
229) 위의 논문 면 ,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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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 증진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으· ’
로 풀이할 수 있다.230) 그런 점에서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민주주의와 무관 

하게 즉 비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

소유권에 관련하여 우리가 다뤄야 할 사안은 단지 인간의 상호작용을 어

떻게 단순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들에 부합, 

하는 상호작용의 최소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 

치 도덕규범 법의 지배 이념이 우선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며 정보비용의 문· , , 

제는 그 다음에 뒤따른다 민주주의는 이 사회에서 . 어떤 종류의 소유권이 승 

인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 , 누가 소유자 

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의 권리가 ,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들의  , 권리에 수

반하는 책무들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231) 이런 질문 

들에 관한 복잡다단한 숙고와 결정들이 소유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공동체 법체계의 소유권은 다발에 가까운 모양을 취·

할 수도 있고 모듈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소유권의 구조 안에서 타인을 , . 

배제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가의 문제도 결국 정보비용의 

측면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떠한 사. 

회의 소유권이 비교적 유연한 권리 다발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계약의 자유, 

라는 명목 하에 무제한적으로 해체될 수는 없다.

싱어의 이론은 구체적인 소유권을 결정하는 논의의 장에 정치철학을 호 

출한다 소유권에 관한 다양한 사안이 어떤 규범적 프레임워크에서 다뤄지느. 

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자유지상주의자. 

와 평등주의자는 소유권 문제에 상반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싱어는 효율성. 

과 비용편익의 계산 문제를 자유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논쟁적 개념에 대, , 

한 해석과 토론의 문제로 바꿔놓는다 그런데 소유권 체계에 관한 의사결정. 

을 이렇게 심원한 견해불일치에 휘말리게 해도 좋은 것인가 싱어는 서로 다? 

른 규범적 프레임워크 사이의 대립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요청하는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지점이 생각보다도 두텁게 존재한다고 답한다.

230) 정치적 의 의미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김도균 앞의 논문 주 면 참고 “ ” , ( 41), 20 .
231) 앞의 논문 주 면 Singer, ( 195), 1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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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4. 

지금까지 논한 바에 따르면 소유권의 내용은 인간 상호작용을 위한 정보

비용의 최소화라는 관점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도덕적 , 

가치에 비추어 규정될 수도 있다 호펠드와 오노레가 침묵한 질문에 답하기 . 

위해서는 소유권의 목적에 관한 규범적 차원의 이론들이 필요하다 소유권의 . 

논리적 형식에 관한 분석은 소유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

다 소유권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결합 원리 본질적 핵심 내적 구조를 . , , 

밝히는 일은 결국 규범적 차원의 과제이다 소유권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를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소유권의 분석적 구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유권의 

규범적 구조를 탐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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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호펠드 오노레 요소의 분류2 -

소유권의 정당화 근거1. 

우리는 앞서 호펠드와 오노레의 고전적 논의를 바탕으로 소유권 개념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다발 형태이든 모듈 형태이든 소유권의 내적 구. , 

조는 다양한 규범적 지위들의 중층적인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결. 

합체는 구체적 행위들에 관한 진술들로 변환될 수 있다 이제 지금의 단계에. 

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그렇게 구체적인 행위들을 표상하는 호펠드 오노-

레 요소들이 어떠한 법익 혹은 가치를 보호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 

다르게 질문하자면 복합적 구조를 가진 소유권은 어떤 가치를 근거로 정당, 

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소유권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일원론적 접근과 다원론적 

접근을 구별할 수 있다 소유권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 일원론적 접근은 소유

권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단일한 규범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입장

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소유권에 대한 판단은 하나의 특정한 가치를 . , 

두고 그것과 충돌하는 다른 가치들 사이에서 비중을 따지는 과정이다 주된 . 

논쟁은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그 하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두고 벌어진다. 

반면 다원론적 접근은 소유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른 복수의 규범적 

가치들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소유권을 구성하는 요소들. 

마다 보호 실현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택할 경· . 

우에는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을 책상 위에 펼쳐두고 이러저러한 요소가 어- ‘
떤 법익을 보호하는지 혹은 어떤 가치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를 따져본 후’ ‘ ’
에 그것을 기준으로 몇몇 범주들에 각 요소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요소들을 다시 특정한 프레임워크 속에 재배열하는 것

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소유권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논의에 호펠드 오노레 . -

분석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이 논문은 다원론적 접근을 택하여 . 

논의를 전개한다.



- 103 -

사용가치권과 교환가치권의 구별2. 

소유권을 구성하는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은 그러한 행위들이 실현하는 소-

유물의 가치 유형을 기준으로 구별될 수 있다 우리 민법학은 소유권의 내용. 

으로서 조문에 명시된 대표적인 권능의 예시인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에 대· ·

하여 사용과 수익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처분은 물, , 

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32) 소유권은 목 

적물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바 소유권에 기, 

한 권리의 행사는 소유물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경우와 교환가치를 실현하

는 경우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소유권 행사의 구체적 행위 양상들을 호펠. 

드 오노레 요소들로 나타내면 그것들은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요소들의 집합- , 

인 사용가치권과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요소들의 집합인 교환가치권으로 크게 

구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은 소유물의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이. 

원적 구조를 가지며 호펠드 오노레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표 호펠드 오노레 요소의 분류 사용가치권 교환가치권 구별에 따라< 4> - 1: ·

사용가치권 교환가치권

점유할 수 있는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

수익에 대한 청구권 ① ⦁
개인적 사용을 통한 천연과실 수취   ( )

수익에 대한 청구권 ② ⦁
대차관계를 통한 법정과실 차임 수취   ( / )

처분할 수 있는 형성권⦁

소모 파괴 변형할 수 있는 자유권· ·⦁

양도할 수 있는 형성권 증여의 경우( )① ⦁

양도할 수 있는 형성권 교환 매매의 경우( · )② ⦁

유증할 수 있는 형성권⦁

232) 김상용 앞의 책 주 면 , ( 2),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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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 혹은 상품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개념은 고전 정치

경제학에서 크게 발전했다 우리의 논의에 필요한 정도에서 간단히 정의해보. 

면 사용가치 란 어떤 재화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킴에 따라 가지는 가치를 , ‘ ’
말하고 교환가치 란 어떤 재화가 시장에서 상품으로서 거래될 때에 다른 상, ‘ ’
품과 교환될 수 있는 비율에 따라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교환가치는 화폐 . 

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다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예를 가져오자면 물은 사. , 

용가치는 크지만 교환가치는 작은 재화이고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는 작지만 

교환가치는 큰 재화이다.

사용가치는 소유자 사용자 와 물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 ) , 

용가치권에 속하는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관련적 행위들에 -

대응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적으로 더 강하게 보호하여 쉽게 제한되어서. , 

는 안 된다 한편 교환가치는 시장이라는 사회적 협동구조에서 형성되는 것. 

이기 때문에 교환가치권에 속하는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은 타인관련적 행위, -

들에 주로 대응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중요한 법익 혹은 가치들과의 형. 

량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제한될 여지가 있다. 

사용가치권 교환가치권의 구별은 우리 민법학의 설명에 기초하고 있기 때·

문에 소유권에 관한 법적 판단에 일견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

인다 그런데 민법 교과서의 간단명료한 설명과는 달리 사용가치를 실현하. , 

는 사용 수익 행위라 하여 그 내용이 단일하지 않고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처·

분 행위들 또한 그 양상이 같지 않다 예컨대 수익 행위에는 소유자가 직접 . 

천연과실을 수취하는 경우와 소유물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대차관

계를 형성하여 법정과실인 차임을 수취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

다 후자의 수익 행위는 타인과의 관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전자와는 다른 . 

성질을 가진다 처분 행위에도 타인과 무관하게 소유자가 혼자서 소유물을 . 

소비 변형 개조 파괴하는 사실적 처분 물질적 처분 이 포함된다 사용가치권· · · ‘ ’( ) . 

과 교환가치권을 크게 구별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세밀한 차이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 105 -

지배권과 수익권의 구별3. 

평등주의를 옹호하는 이론가인 크리스만 은 소유권의 정(John Chirstman)

당화 근거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을 통해 자기소유권과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분배의 정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했

다 그는 소유자성 소유권 에 대한 오노레의 분석에서 출발하여 소유권의 . ( ) 이

원적 구조를 제시한다.233) 

크리스만에 따르면 소유권을 구성하는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 중에서도 점-

유 사용 관리 양도 이전 수익의 권리들이 소유권의 본질적 핵심 을 형성, , , , , ‘ ’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본질적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 

될 수 있다.

지배권 소유한 물건에 대한 그 사람의 독립적인 권리이다 타인과 1) (control rights): . 

관련이 없고 소유자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한에서 소유자가 최우선의 결정권

을 가지며 이는 조건적이지 않다, .

수익권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되고 제한된다 조세정책은 수익권의 2) (income rights): . 

구조에서 분석적인 구성요소이다 수익권의 구조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 조세정책( = ).

크리스만이 제안하는 ‘지배권 과 ’ ‘수익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각별’
히 유의해야 한다 그 단어들이 우리 민법학이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들과 의. 

미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 

리 민법상의 소유권을 설명할 때 지배권이란 소유권이라는 단일한 권리의 성

질을 나타내며 수익권이란 그러한 권리가 행사되는 한 가지 양상으로서 소, 

유권에 포함된 구체적 권능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크리스만의 . ‘지배권 은 소’
유권의 핵심적인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 중에서 소유자 자신에게만 관련하거-

나 자신의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내용의 권리요소(self-regarding) 

233) John Christman, “Self-Ownership, Equality, and The Structure of 

Property Rights”, Political Theory 면 여, Vol. 19, No. 1, 1991, 28-46 . 

기서는 면 이하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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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뜻하고, ‘수익권 은 타인과의 관련 속에서 거래를 통’ (other-regarding) 

해 소유물로부터 이익 혹은 과실을 수취하는 내용의 권리요소들을 말하는 것

이다 이에 따라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 

표 호펠드 오노레 요소의 분류 지배권 수익권 구별에 따라< 5> - 2: ·

지배권 수익권

점유할 수 있는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

수익에 대한 청구권 ① ⦁
개인적 사용을 통한 천연과실 수취   ( )

처분할 수 있는 형성권⦁

소모 파괴 변형할 수 있는 자유권· ·⦁

양도할 수 있는 형성권 증여의 경우( )① ⦁

유증할 수 있는 형성권⦁

수익에 대한 청구권 ② ⦁
대차관계를 통한 법정과실 차임 수취   ( / )

양도할 수 있는 형성권 ② ⦁
교환 매매의 경우   ( · )

이러한 분류법은 사용가치권 교환가치권의 구별이 포착할 수 없었던 중요·

한 차이를 드러낸다 수익 행위들 가운데 소유물을 점유하여 직접 개인적으. 

로 사용함으로써 천연과실을 수취하는 행위는 크리스만이 사용한 의미에서( ) 

지배권에 속한다 반면 타인과 대차관계를 형성하여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수. 

익 행위는 마찬가지로 크리스만이 사용한 의미에서( ) 수익권으로 분류된다. 

처분 행위들의 경우도 지배권에 속하는 것과 수익권에 속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크리스만은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구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정, 

당화할 때 모든 요소들을 한 번에 정당화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34) 그들은 평등주의를 옹호하거나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옹 

호하고자 할 때 그런 목적에 의해 하나의 전체로서의, (as a whole) ― ― 

소유권이 분배의 정의 원칙보다 왜 후순위에 놓여야 하는지를 입증하려는 논

234) 앞의 논문 주 면 Christman, ( 23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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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펼친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은 소유권의 정당화에서 . 지배권과 수익권의 

구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별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구성하는 요. 

소들의 두 집합이 각각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규범적 근거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의 판단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

① 지배권의 정당화 근거는 자유 자율성 자기결정과 같은 개인주의적 이익인 반면, , , 

수익권의 정당화 근거는 재화의 분배 양식을 지배하는 원리들이고 그것들은 개인, 

주의적 이익들로 환원되지 않는 고려사항들이다.

② 지배권은 분배에 꼭 관련될 필요가 없지만 관련되더라도 그런 종류의 가치들과 형(

량될 뿐이지만), 수익권은 분배와 개념적인 연관성 을 가진다 소유물의 거래에서 ‘ ’ . 

발생하는 수익 즉 교환가치에서 나오는 순이익의 향유 은 그 물건이 소유자 개인( , )

에게 가지는 가치 즉 사용가치의 향유 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소유권 ( , ) ,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의 결과. 

물로 생겨난 잉여에 대해서는 누구도 배타적인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고 경제 영, 

역에서 승인된 수익권의 본성이란 그러한 잉여를 분배하는 것이다. 

③ 지배권은 모든 타인을 향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따라서 모든 타인의 의무를 함축, 

한다 하지만 . 수익권은 그렇지 않다 누구도 나에게 소득을 제공해야 하거나 거래. 

에 임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크리스만은 이처럼 소유권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권리 집합은 따

로 다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소유권의 총체가 한 덩어리로 정당화될 수 .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떤 내용의 , 지배권이 정당화될 수 있

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종류의 , 수익권이 옹호될 수 있는지를 각각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만이 구별한 소유권의 요소들 중에서 . 지배권

은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정당성

을 가지며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235) 한편  수익권은 타인과의 사회적 

협동과정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관성이 크고 따라서 분배정책 , 

등을 통해 지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제한될 수 있다.

235) 크리스만의 소유권 분석을 재산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형량원칙에 적용 

하는 논의는 김도균 앞의 책 주 면, ( 78), 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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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별 전략은 단일한 소유권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에 기한 개별 행, 

위의 정당화 근거 혹은 그 행위가 실현하는 가치에 따라 소유권의 요소들이 

서로 다른 비중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소유권에 대한 법. 

익 형량의 원칙은 더 정교해질 수 있다.

스미스의 이론이 법경제학의 방법으로 전개된 모듈설이었다면 크리스만의 , 

이원구조설은 호펠드 오노레 분석을 활용하여 정치철학의 논거들로 전개된 -

또 다른 버전의 모듈설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소유권 이원구조설은 모듈. , 

의 내부 구조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우선 자기소유권 자유 자율성 자기결. ( , , 

정 이라는 강력한 가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지배권 의 요소들은 소유권의 본

질적 내용을 구성하며 소유권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위치한다, . 

한편 수익권 요소도 소유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분배 정의의 원리에 종속된 

다는 점에서 지배권에 비해 규범적 비중이 작다 따라서 크리스만이 제시하. 

는 소유권 모듈의 핵심부에는 지배권 요소가 있고 주변부에 수익권 요소가 ,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가능성은 구성요소들의 분해가능성과는 별개의 것이다 다시 말. 

해 어떠한 소유권이 낱개의 개별 권리들로 분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 

권의 구조에 대한 이런 방식의 분석은 가능하다 어떤 이론적 관점을 취하느. 

냐에 따라 소유권의 성분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모든 소유권의 , 

사례에 통용될 수 있는 소유권의 분석적·규범적 구조가 이렇게 제시될 수 있

다 호펠드 오노레 분석 자체는 소유권에 관한 규범적 차원의 질문에 직접 . -

답하지는 않지만 이렇듯 정당화 근거에 따라 소유권의 요소들을 재배열할 , 

수 있는 분석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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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소유권에 대한 법익 형량의 원칙3 

중요한 법익들의 결합체로서의 소유권1.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로 구성된 소유권은 규범적 지위들의 복합체인 동시-

에 그런 지위들이 보호 실현하는 법익들의 결합체이다 소유권에 대한 호펠· . 

드 오노레 분석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고 무-

엇을 할 수 없는지를 드러낸다.236)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은 어떤 소유자가  -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어느 범위까지 점유 사용하고 변형하고 소모하고 파· , , , 

괴하고 판매하고 기부하고 증여하고 상속하고 임대하고 저당잡힐 수 있, , , , , , 

는지를 나타낸다.

그러한 행위들은 저마다 다양한 법익들을 실현한다 우리는 타인을 배제. 

하고 자기 의사대로 소유물을 사용하여 그 물건의 용도에 따라 우리의 필요

를 충족시킴으로써 이익을 얻고 또 물건으로부터 산출되는 여러 가지 형태, 

의 과실을 수취한다 우리는 소유물에 관한 자유권을 바탕으로 자율성 인격. , 

성 존엄성을 실현하고 소유물에 관한 형성권을 바탕으로 타인과 법률관계, , 

를 맺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한편 소유권에 수반하는 청구권과 면제권. 

은 다른 권리요소들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유권은 사회적 협동 구조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

적인 거래의 토대가 된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희소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 

리 보존 활용 배분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 · .

이처럼 소유권은 중요한 법익과 가치들의 결합체이다 소유권에 대한 법. 

적 판단은 그러한 법익 가치들에 대한 형량을 빼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 

러한 법익 가치들을 어떻게 틀로 분석하고 배열하느냐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

법익 형량의 원칙이 어떻게 정식화되느냐가 규정된다. 

236) 한순구 역 법경제학 제 판 경문사 Robert D. Cooter, Thomas Ulen( ), 5 , , 

면의 서술 참고2009.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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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산권 관련 형량 원칙2. 

헌법상의 재산권은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한 재산권의 . 

범주에는 동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물권과 재산· , , 

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 특별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가 포함된, , 

다.237) 따라서 재산권 과 소유권 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그럼에도 재산권  ‘ ’ ‘ ’ . 

개념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 무형의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 , , 

분할 수 있는 지배권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기본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민법상의 물건 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지만 다. ‘ ’
양한 형태의 재산 이란 결국 재산권자에게 소유 됨으로서 사용 수익 처분‘ ’ ‘ ’ ‘ · · ’
되는 대상이다.238)

민법상 소유권이 헌법상 재산권의 근간을 이루고 또 두 개념이 밀접하게 ,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소유권에 대한 분석적 탐구는 헌법재판소가 토, 

지 주택 동물과 같은 객체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면서 적용, , 

하는 법적 판단의 원칙과 기준들에도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러. 

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관련 심사를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권 행사가 기본권 주체인 개인과 사회 전반, 

에 가지는 의미에 따라 비례성 심사의 정도를 달리하는 이원적인 형량 원칙을 

제시해 왔다.239) 개별 재산권의 행사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강하 

게 가질수록 그러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하고 재산권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완화된 비례성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237) 이장희 재산권의 개념과 변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면 , , , 2016, 35-6 .
238) 위의 보고서 면 참고 , 42-5 . 
239) 김도균 앞의 책 주 면 참조 최근의 헌법재판소 논의에 따르면 비 , ( 78), 288-91 . , 

례성 심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로서 심사 강도가 완화된 합리성 심사 입법‘ ’(
형성권 일탈 남용 심사 를 포함하여 삼원적인 형량 원칙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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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 즉 “ , 재산권의 행사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재산권의 ,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즉 재산권의 이용과 처분이 소유자의 개인적 영역에 머무르지 아니하. 

고 국민일반의 자유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일반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

하여 문제되는 재산권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율권한은 더욱 넓어진다고 하겠다”240)

재산권 관련 이익형량의 이러한 일반원칙은 헌법 제 조제 항에 규정된 23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객체의 성격. 

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 

큰 영향을 끼치는 토지재산권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한. 

편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재산권이 포섭하는 범위가 넓고 빠르게 바뀌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유 무형의 물건들이 재산권의 객체에 새롭게 포함되고 있·

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법적 판단은 결국 구체적인 재산권의 행사가 공동, 

체 속에서 가지는 의미 기능 성질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삼게 된다, , .

토지 사례 외에 재산권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허용되는 또 다른 객

체로는 동물이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 

사의 제한 문제를 심사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물이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
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

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은 외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세 라고 ”
하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241)

240)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결정 1999. 10. 21. 97 26 .
241)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결정 2013. 10. 24. 2012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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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요소들의 정당화 근거에 따른 심사3.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에 대한 법적 규율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에는 재

산권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가치의 비중을 따지. 

는 이익형량에 권리에 대한 분석적 탐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권리에 대한 분석은 하나의 권리가 복수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 

라 정당화 근거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단일한 . 

물권 개념으로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은 서로 다른 가치들에 의, 

해 정당화되는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권리이다 낱개의 권. 

리들로 분해되지 않는 소유권 개념도 규범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분석될 수 

있다 소유권에 관한 심사에서는 소유권을 개별 권리요소들로 분해하여 그. , 

러한 요소들을 뒷받침하는 정당화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단계에 이르러

야 비로소 정교하고 합리적인 이익형량이 가능할 것이다.

소유권의 이원적 구조에 관한 이론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형량원칙에 적

용될 수 있다.242) 그런 기준에 따르면 어떤 소유권의  지배권 요소에 대해서 

는 비례성 심사를 강하게 하여 보호의 정도를 크게 해야 할 것이고, 수익권 

요소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제한의 정도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권이 하나의 모듈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더 강력하게 . 

정당화되는 중심부의 권리요소들과 그렇지 않은 주변부의 권리요소들에 다르

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 가 ’
가지는 성질이나 기능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런 원칙을 , 

더 세밀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의 동일한 객체 물건 에 대한 소유권. ( )

의 행사라 할지라도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서 , ‘ 소유권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요

소 권능 들 가운데 어떤 요소의 행사( ) 가 문제가 되는지 에 따라 제한과 보호의 ’
정도를 달리 해야 한다 예컨대 하나의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율. 

성과 인격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배권 요소와 분배 원칙에 종속되는  수익권 

요소를 구별할 수 있다.

242) 김도균 앞의 책 주 면 , ( 78), 39-42 .



- 113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사례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특정한 형태로 형성 제한하는 민사특별·

법이다 년 월 국회는 이 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 2020 6

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정입법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라는 단체. ‘ ’
는 해당 조항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형량원, . 

칙에 따라 주택이라는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비례성 심사의 정도

를 정하고 주거약자인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보장과 같은 공익을 고려하여 ,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재산권에 관한 입법과 사법 과정은 소유권이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
관한 법 인지를 또 헌법 혹은 정체 에 관한 문제인지를 ’ , ( ) (constitutional) 政體

잘 보여준다 개별 사안에서 소유권의 내용을 결정하는 일은 우리가 이 정. 

치 법 공동체에서 어떤 공통 가치들을 승인하고 있는지에 비추어 앞으로 어· , 

떤 모습으로 공존하며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243)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사는 사람들도 거주 안정성을 누

리는 사회인가 아니면 자가의 소유 여부가 인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 

도록 허용하는 사회인가 어느 쪽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가치에 부합? 

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가 소유권, ? 

의 내용은 단지 정보비용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주택을 객체로 삼고 있는 재산권에 소유권의 이원적 구조를 적용했을 때 

헌법적 판단의 원칙이 어떤 식으로 정립될 수 있는지 고찰해보자 주택임대. 

차관계에 관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하는 상황이다 첫째 주택이. , 

라는 객체의 성격만을 고려하여 심사의 강도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는다 둘. 

243) 재산권이 법에서 체계상으로 온당한 잘 물러서는 지위를 가지며 다 (modest: ) , 

양한 사안에서 사회적 맥락과 인간 번영과 관련한 고려사항들 재산권이 아닌 (

기본적인 권리들 에 기초하여 제약되는지를 논하는 연구로는 ) AJ van der 

앞의 논문 주Walt,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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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주어진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권리요소 권능 가 소유한 주택, (= )

에 대한 지배권의 요소인지 아니면 타인과의 거래나 임대차를 통해 이익을 , 

취하는 수익권의 요소인지를 따진다 셋째. , 지배권의 요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더 강하게 보호하고, 수익권의 요소는 완화된 심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강하게 보호하는 즉 입법재량을 더 크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 ) . 

이런 판단 원칙을 적용하면 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2020

신청구권과 차임 보증금 증액청구의 상한 규정 이른바 임대료 상한제 은 기· ( ‘ ’)
본적으로 임대인의 수익권에 연관된 것이므로 주거안정성의 강화와 같은 공, 

익에 비추어 재산권 제한의 큰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 

조항에는 예외 사유로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 “ ( )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가 규정되어 있다 자신의 주택에 실제로 ” . 

거주하는 것은 당연히 지배권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아주 강력한 근거가 없이

는 제한되어선 안 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재산권의 구체적 . 

형성과 제한은 이런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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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6 

이 논문은 소유권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인 다발설과 모듈설의 경합을 

고찰하면서 소유권의 분석적 규범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소유권은 다원· . 

적인 정당화 근거를 가지는 복수의 구성요소들이 결합해 있는 구조를 가진

다 소유권이 단일한 권리로 확립되어 있는 법체계에서도 소유권에 관한 법. 

적 판단은 소유권의 구성요소들이 보호하는 다양한 법익들을 세밀하게 고려

해야 한다.

우리는 호펠드의 고전적 권리 분석을 출발점으로 삼아 하나의 법적 권리

를 원자 단계 분자 단계 분자화합물 단계로 분해하는 분석 모델을 수립하, , 

였다 여기서 호펠드 요소들은 원자에 해당하고 어떤 행위에 관한 규범적 . , 

양상을 내용으로 가진다 그것은 규범체계의 최소 단위체이다 분자 수준에. . 

는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과 같은 기본 유형의 권리들이 있다 생명, , , . 

권이나 소유권과 같은 복합적 권리들은 분자화합물의 위상을 가진다.

호펠드 오노레 분석은 소유권을 구성하는 표준적 요소들의 목록을 제시한-

다 그런데 호펠드와 오노레는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세기 초반 미국의 법현실주의자들은 호펠드의 분. 20

석 도구를 활용하여 소유권을 권리들의 다발 로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을 열었지만 호펠드 오노레 분석 자체가 반드시 다발설로 귀결되어야 하는 , -

것은 아니다 소유권을 권리들의 다발로 생각하는 입장과 물건에 대한 배타. 

적 지배권으로 보는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소유권의 내적 구조에 본질적 핵

심이 따로 있는가 그리고 소유권이 개별적인 권리들로 분해될 수 있는가의 , 

문제에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호펠드 오노레 분석은 중립적이다. - .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타인배제의 권리를 중심으로 소유권을 이해하는 

견해 즉 배타적 모듈설에도 호펠드 오노레 분석이 유효하게 그리고 유익하, -

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한국 민법상의 소유권처럼 . 

완전물권 으로서 혼일성을 가지는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이라 하더라도 호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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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오노레 분석은 그러한 소유권에 기한 구체적인 행위능력 민법학의 용어로- (

는 권능 들의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있다‘ ’) .

그리고 소유권을 구성하는 호펠드 오노레 요소들은 어떠한 법익 혹은 가-

치를 보호 실현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구별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 

는 사용가치권과 교환가치권을 구별하는 방법과 지배권과 수익권을 구별하는 

방법을 각각 검토하였다 이런 기준의 분류법에 따르면 소유권은 이원적인 . ,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호펠드 오노레 분석은 소유권에 관한 규범. -

적 차원의 질문들에 직접 답하지는 않지만 정당화 근거에 따라 소유권의 요, 

소들을 재배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를 소유권에 대한 법적 판단에 적용하면 소유권의 요소들이 , 

가지는 서로 다른 비중을 정교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자율성이. , 

라는 가치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배권의 요소들은 더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

다 반면 분배의 정의 원칙에 종속되는 수익권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더 큰 입법재량이 허용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우리 . 

헌법재판소가 확립해 온 재산권 관련 형량원칙에 접목시키고 구체적인 사례, 

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정당성 판단에 적용해보고자 시도하였다.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다발설과 모듈설의 견해불일치는 해결되지 않은 상

태로 남아 있다 앞서 설명적 힘과 비평적 힘이라는 평가 척도를 도입하였지. 

만 그런 시도가 이론적 경쟁의 장에서 다발설과 모듈설의 어느 한쪽을 승리, 

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소유권 개념을 깊이 고찰하면서 . 

다발설과 모듈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입장을 반드시 선택하거나 옹호해야 할 

필요는 없다 현실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라는 완전히 다른 원리의 법체계가 . 

엄연히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모듈설에 더 부합하는 소유권 체계와 다발설, 

에 더 부합하는 소유권 체계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극단적인 버전의 다발설과 모듈설을 논의의 장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약 없이 분할될 수 . 

있는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한 성질의 소유권은 다른 유형의 법적 . 

관계들과 구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실질을 형해화할 것이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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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소유권 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런 개념관에 따른 소유권 체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타인배제의 권리를 절대화하는 소유권 또한 인정. 

될 수 없다 진보적 소유권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유권의 문제가 단지 . , 

거래의 단순화 혹은 정보비용의 최소화와 같은 관점에서만 다뤄져서는 안 된

다 소유권에 관한 결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 

들의 기본적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타인배제의 .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소유권 체계는 사회적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입. 

헌민주주의 사회라는 합의에 기초하여 소유권의 행사가 사회구성원들에게 미

치는 영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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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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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s of ownership have a complex structure in which multiple 

elements are combined. According to Hohfeld's classical analysis of 

legal rights and Honoré's explanations of ownership, the rights of 

ownership are a combination of so-called “Hohfeld-Honoré incidents”. 
The specific contents of ownership, formed in variously in current 

legal systems, are actualized as a different set of such elements. 

In this sense, the structure of the components consisting the rights 

of ownership is an important question. Two different theories compete 

in what status the right to exclude others ha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owner’s rights. The first theory is that the rights of ownership 

can disintegrate into individual rights without any essential cor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ights of ownership are described as a “bundle 

of rights” and are understood as normative relations between persons. 

The bundle of rights theory is used to criticize the exclusive na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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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emphasize obligations imposed upon owners, and design 

alternative conceptions of ownership differentiated from prevailing 

ones. The second theory explains the rights of ownership as exclusive 

control over things owned. In line with this theory, the concept of 

things has a special normative status in ownership, which distinguishes 

the rights of ownership from other types of legal rights.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certain objects is the essential core of ownership.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ights of ownership are described as a 

“module” that does not unnecessarily reveal its internal complexity. 

The rights of ownership under Korean Civil Code is consistent with 

the modular theory because it is defined as exclusive and complete 

control over things in the legal system, not a simple aggregate of 

individual rights. The opposition between the bundle of rights theory 

and the modular theory shows the multifacetedness which the concept 

of the rights of ownership has, and reflects the traditional debate 

framework on the nature of the rights of ownership.

The Hohfeld-Honoré analysis itself, which elucidates the elements of 

the rights of ownership, is valid for both the bundle of rights and the 

modular theories. Whether one thinks of the rights of ownership as a 

bundle of rights or as a single module, all rights of ownership consists 

of Hohfeld-Honoré incidents.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consider 

ends of which we pursue through the ownership system. Individual 

rights constituting the bundle or legal abilities included in the module 

can be classified into certain categories in reference to the legal 

interests they protect and the values they promote. By classifying and 

arranging the components of the rights of ownership based on their 

justifications, we can present an analytical and normative struc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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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s of ownership. The analysis can be applied, even if a rights 

of ownership in a certain legal system is conceptually defined as a 

single right. Each Hohfeld-Honoré element is a normative position that 

contains permission, prohibition, or prescription of an act. Legal 

reasoning or judicial judgments on case of the rights of ownership 

should be made elaborately and precisely in light of the legal interests 

and values that such specific acts protect and promote.

Keywords : ownership, rights to things, exclusive control, 

bundle of rights, Hohfeld-Honoré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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