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의 대립과법치:
데 이 비 드 흉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병택 ( 서올대회쿄

온 논문온 홍의 쟁빼 내j 나는 정띠의 문지외 영 ~I. 디를다 용은 정따의 원맨 1

인간온싱매서 기인힌떠고 보고 있으며 O 떤 이유긍 정치의 동성 또힌 쟁('l')의 성격율
갖는다고 온디 그때 띠르연 인간의 온성은 고질 수 업는 인연 그것이 드러니는 잉식

(rnarYlefS}은 수징이 기능히다 r영국사a 륭해서 용은 g씨용 중심의 징치기 알씨웅
용심의 정치로 교정되는 과정올 그린다 원칙 중심의 정따기 등장하게 되는 것도 논쟁
중심의 정치로 진잉되는 괴정의 일부. 0 를디 이런 g정적 욕언에도 물구히고 원칙

중심의 논쟁은 논쟁 극딘회리는 에빼. 일으킨디 그리 E 논생의 극딘회반 정치적 소용
에 징애톨 가져온다 이톨 원회하기 위해서 흩은 정양(cirCU1‘tances) 중심의 업적 사
고톨 진개힌다 원칙에 입깅힌 논쟁은 공동체기 치힌 정쟁에 대힌 쪽닝은 인성에 의거
힐 때 그 적절힘흩 얻을 수 있디 디시 밀히연 잉온 공동생잉의 밀요에 근거해씨 효떠
그리고 영 의 기준온 윈ξ에 띠른 시련된 71중이 아니리 정핑에 띠를 일인엔의 일싱직
행위기쯤에 두어져야 효떠 01런 엽적 사고톨 용해서 용은 원칙중심주의의 연엉을 비연

힘과 동A빼 지의적 권혁A 용(연의주의써1 지 한율 기&뻐 궁극적으몽 흉온 온건힌 논
엉 중싱의 정치적 관앵을 용해서 정치서계 톨 힐성회하고지 힌다

주 '1 어 정따 엉치 전쟁 소용 정횡릎 띤의주의 원칙추의 업의 싱징

1. 서 론
데이비 드 흉의 파벌에 관한 논의가 미국 건국의 국부 중 한 사랍인 에디 슨 (J a m es

M adi so n써 이진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파멸의 원인은 인간의 본생

혹은 자연적 성향에서 비롯왼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실행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쟁지가 할수 있는 것은 파별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것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자각이다 울째， 따멸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 는 데는 작은 공화국보다는 비

282

효N극장치연구 제 19집 제2호(2010)

교적 큰 공화국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흉에 의하연 작은 공화국 내에서는 사적인

대립이 공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예단이 빈번하다고 본다 큰 공화국의 가능성에 대
한 홈의 논의는 작은 공화국에 대한 믿음을 견지했던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의 우려를 불식

시 '1 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끝으호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파벌의 영향올 출이는
방법으로 흉은 파영을 억누르기 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냉으로서 세련되게

(refine) 하는 데서 찾고 있다는 껑이다 " 오늘날 ‘정당-의 출현은 이련 액락에서 고창될 수
있다 홈에 따르연， 갱파의 모든 구분틀을 예지하는 것은 실행가능하지도 아마도 자유로
운 정부에서는 바랍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떠 ume 1985 , 493)
위의 논의플 홉의 시각에서 큰 블로 묶어본다연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

은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 (manner}은 교정될 수 있다 도식적으

로 알한다연， 본성은 고칠 수 없는 것이나 매너 (manners)는 고첼 수 있는 것이다 홈에 따
르연， 지우지는 경향(par1 iality)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따라서 이 성향을 직접적

인 방식으로 교정하려는 것은 실천적 차원을 넘어선다 r영국사J틀 흥해서 그는 이런 시도
들의 무용성을 누차 지적하면서 인간의 자연적 경향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장되어 다듬

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따의 대립 속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연적 경향의불연을올교쩡하는방식，특히 법의 의미에 대해서 고창할것이다”특히본

1)

아데어 (Adair

1957) 그리고 포슐(Fosl)에 따르연 흥은 프앵클린 (Bcnjamin Franklin), 혜일턴
(Ale ;o;ander Hami 1ton), 에디슨흘 아니라 초기 미국 사상에 광엉위하게 영향융 미쳤다 그리고 인
홍이나종교문제얘까지 직정적 혹은간정적 영향융 미친 것으호 운석한다-(Fosl 1999). 나아가 프
랭크(J ason Frank)는 r연방주의 액서J가 미국의 갱치척 상상혁에 영향융 이친 만큼이나 ‘상상력
의 갱치 W(the politι:S ofthe imagination)'에 대한 쿄과서임융 주장한다 그리고 용의 상상력에 대
한 논의가 이애 영향융 미진 것으로 분석한다-(Frank 2009) 한연 홈이 토리료 낙인찍혔기 때운
에 직정적인 자료의 대조흩 용혜서 그가 초기 미국사상에 미친 영향올 죠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제머슨πhomas Jefferson}은 용의 r영국사옳애옥한 것으로 정작되지만그는용의

역 λ까 자유의 원리용 때손한다고 비판하므호 그의 시장애서 홈의 영향력융 판독하기는 성지
않다 흑히 용에 대한해석의 문제가 깨잉한다연사태는 더 복장하게 전깨펀다고 할수 있다

2) 용의 엉사상은 주호 도덕철학의 엄주에서 연구되었다 이런 연구경향은 그의 엄사장융 주제적
으로 다루지 못하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다릉 한연으로 캠프 스미스(N. Kemp Smith)의 r데이비
드 용의 정따-j， The p，씨'OSQphy 0/ Ðavid Hu，끼，) 이후 자연주의적 용 해석이 지배적이 되연셔 용
의 청학과 역사는 단정되어 벼였대Smith 1949). 이런 자연주의적 해석옹 방。}를이연서 하흔샌

(Kn ud H aakonssen)은 r잉엉자의 과 'dj-JThe Science 0/ a Leg씨α'or)애서 아양 스이스와 연결째
서 홈의 엉사상융 다루고 있다(Haakonssen 1981) 리빙스턴(Donald Livingslon)은 자연주의적

쟁파의 대링과 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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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r정치는 과학으로 변형될 수 있다와 r완역한 공화국에 대한 발상J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던 홉의 따별 연구를 새로운 방식으로 판장힐 수 있도록 흉의 어 세이들，영국λh
그리고 r인성론J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다

II 정치의 본성과 원칙에 입각한 정파
r정따 일반론」에서 홈은 분따와 파영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

에 따르연， 파벌의 영향은 영의 영향과 직접적으로 대립한다 따멸은 정부를 정복하며 엉

올 무력하게 하고 한 나라 사람들 속에 대립의 감쟁을 유발한다 이런 정파의 발생이 제기
하는 더 큰 문제는 이런 ‘잡초들셔올 근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파는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여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정부가 해제되고서야 끝나
게 되는 특정이 있다 그 이외에도 정파는 비옥한 토양일수혹 번창하게 자라는 식울과 같

다 그래서 절대정부도 정파로부터 써쑤률지 않지만 자유로운 정부일수록 더 빨리 확산되
는 것이다 자유로운 정부에서는 입법만이 정파을 올아낼 수 있는 데 바로 이 입법을 오염

시키 는 것이 정파이다 이 러한 흉의 신랑한 따벌에 대한 비딴의 이면에는 파얼의 원인이 다
릉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 즉 온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자각이 깔려 있다 흉은 인간

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따른 파얼의 원인을 그는 크게 사적인(persona l) 원인과 실재적 (re， l )
원인으로 나누어 고창한다 그리고 실재적 원인올 이익 (imeresl)， 원칙 (princ ipl e)， 애착십

(affection)에 따른 파별로 나누고 있다
위의 따영에 대한 분류 중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은 이익에 따른 정파이다 「정파 일반

론」셰서 흉은 이익에 따른 정피}를 까장 이치에 맞으면서도 용서항 수 있는i 것으로 언급

한다 하지만 정파의 문제툴 다루는 글에서는 정작 원칙에 따른 정파를 주로 언급하고 있
잉장융 받아들이연서도 용의 역사연구쓸 수용하려 노력하지만 그의 째석응 도덕철학의 고당적
분위기를 일쳐버리지 옷한다{Li vinston

1984; 1998)

홈의 역사연구에서 영적 딴단 (j udi cial)의 충

요성옹 지적한 사량은 다용아닌 용태프였다 하지만오7' ) (Lai 떠Oki c)는 응테 르의 언급올 해명
이 아니라 비판융 위혜셔 인용하고 있다{Oki e

1985)

한앤 대륙 성학자인 틀뢰즈 (Gi1le De leuze)

는 영국의 보용엉용 이해하지 뭇했기 때문에 엉이 아닌 제도의 관점에서 홈 사장애 대한 흥미로
운 분석을 시도혔다 따라서 그가 멜버 께 E을 엉의 판정에서 잉융 수 있다 그엄애도 그의

분석 또한 역사문제용 철학으로부터 제외시낀다는 정에서 여허 가지 한계흥 노정한다 ( Dele uze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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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좀 더 연밀히 검토해 보연 여러 글을 흥해서 흉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근대에 등장한

원칙에 따른 정파이다 그에 의하연， 원리에 입각한 정파는 -지금껏 인간사에 나타난 가장
놀랍고 해명이 힘든 현상"o( 연서도 -오늘의 시대에 청학적 혹은 사변적 원리의 체계가 없

이는 어떠한 정파도 잘존립할수 없다 ft(Hume 1985 , 60; 465) 이런 그의 언급은 결국 정부
혹은 홍치의 근거는 ‘여론’(opinions)이라는 그의 주장과 용하는 것이다 r영국싸에서 스

튜어트 왕죠 시대는 원칙에 대한 갈둥을 중심으로 가슐되어 있다 바로 이련 의미에서 홈
은 영국에서 최초의 정파대립이 1642년 시작된 시민전쟁을 용혜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고 본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홉의 실천적 금언은 -절제 ft(moderation)에 있다 그렇

다고 한다연 원칙에 입각한 정파를 긍정한다는 것은 그의 실천적 긍언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럽 보인다 일견 모순처럽 보이는 홈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혜서는 r영국사」에 드러난

그의 정치의 본성에 대한 견해로부터 충말할 멸요가 있다
r영국사숨 크게 네 번의 정옥올 다루고 있다 로마의 정복， 앵글로 색슨의 정복， 노르안

의 정복， 그리고 ‘일반인들~(the commons) 혹은 하원의 정복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
복을 사이에 크고 작은 정치적 써움을이 배치외어 었다 이를흥해서 정치는 ‘쟁"(웹) 즉 싸

웅의 성칙을 지니고 있응을 쉽게 짐작힐 수 있다 싸웅올 앤 갱치의 모습은 거의 상상할수
조차도 없다 흉은 정치의 모델율 싸웅에서 찾고 있다 영국사를 바탕으로 한 이런 홉의 정
치 모델은 계약의 모탤뿐 아니라 갤대군주의 모엘을 동시에 비딴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홉스의 갱치 모델이 그가 가장 비딴하는 것이라고 불 수 있다 홉스의 정치 모텔은 시민적
분쟁에서 궁정의 반대파를이 주요한 논거의 하나로 사용한 -노르안 맹에 ft(the

yoke oft야

Normans) 혹은 노르만 정복의 당론을 영국의 정지로부터 제거함에 그 옥적이 있었다 바
꾸어 말하연 명화플 확보하기 위해서 홈스의 모텔은 정치에서 전쟁올 몰아내는 데 초정
이 있다" 흉의 관점에서 툴 때 훌스의 리바이어던은 토리의 원칙인 ’수용적 북종ft(pas잉"

3) 푸5!(M. Foucault 1997)는 ‘사연적 엉척 당흔"(Phi losophi co.juridical discourse)과 -역샤적 갱지
적 당흔”이잉ori co-pol itical discourse}용구분하여 기존의 권력분석이 전자용중심으로 이루어

졌다고 비딴한다 그는 홉스의 당흔융 전자에 혜당하는 것으로 궁정의 안대파들의 당흔옹후자
애 혜당한다고 온다 홈스가 자신의 저작얘서 항시시키는 전쟁은 추상적인 것으로 구제적인 전
쟁애 대한 언급은 없다고 푸코가 지적한 정은 대단히 정확한 흉장이다 하지안 그가 두 당론의
양식융 대립되는 것으로 따악한 정은 단순한감이 없지 않다 전쟁융 션적으로 배제하려는 용스
애 안혜서 로크(“.hn Locke)는 휘그의 잉장애서 갱복 권리꾀 의이용 축소하려고 노력한다 정
혹의 권리융 제한항으호써 저항권의 근거륭 냥져두려 한 것이다iLocke
정복의 의미훌 흑소하여 -고전적 정체

1988) 휘그따가 노료안

(the 삐cient conslilulion)의 연속성융 확보하려는 여러

가

갱따의 대립과 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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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dience)올 극단화시 킨 무저항의 북종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흉에 따르면치유책이

‘

없는 권리는 영터리 같은 짓(absurdity)일 것이다 l
한연 1 688 년 혀영으로 대연되는 -일반인들”의 정복은 다른 정복들에 비해 독특한 것으
로 드러난다 이 혁영의 욕특성 해명이 바로 r영국사」 집띨의 중요한 목적이다 흉은

1688

년 혁영을 스튜어트 왕가의 비판에 초점을 두는 휘그의 주장옳 반박한다 그에 다르면，
“스튜어트 왕가 전재의 홍치를 인민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i n contestible) 권리들에 대한
계속된 칭해로 규쟁하연서 비난하는 것은 168 8년 혁명을 제대로 영가'c는 것이 아니다

(Hume 1983 , VI. 531iJ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랴’이란 표현은 토리 가 왕켠에 부여 'c는
-파기할 수 없는 권리 ~(indl양'asible ri아t)이란 용엉과 비슷한 뉘앙스를 용긴다 이 두 표현
은 대제로 쟁지로부터 논쟁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1688년 혁영의 의

의는 그 이전의 시민전쟁과 비교하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원이 왕의 자의적 권한올 제
한하기 위해서 벌인 논쟁이 절과적으로 킬싸웅으로 흘러간 시민전쟁과 비교혜서 혁명은

논쟁중심적이었다 다시말혜싸웅의방식이‘칼에서‘말’로전환왼것이다 칼에의한싸
용을 말에 의한 싸융으로 전환한 것은 가히 명예로운 혁명이라고 부를 만하다 ‘의회’ 지
배의 역사적 의의는 바로 여기에 었다 이런 판정어 서 볼 때 r영국사j 기술의 전반이 논쟁융

중심으로구성외어 있는이유가자연히 드러난다
한연 말에 의한 싸용이 질에 의한 싸웅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정치적 지혜를 흉은

소흥에서 찾는다 소홍의 지혜는 r영국사J률 관흥해서 흐르는 홈의 갱치적 에시지이다 무
엇보다도 r영국사순 정따의 대립으로 소풍장애에 걸린 영국사회에 소용의 문을 열어 주
려는 의도로 징멸되었다 우선 소홍의 장애 및 거부와관련된 몇 가지 사혜를 정리하자
스코툴헨드 왕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 제임스 l 세 (1603-1625)로 퉁극하면서 영국사회

는 소홍의 난액상을 드러낸다 제잉스 | 세로부터 시작되는 스튜어트 왕가의 소홍장애의
지 시도애 얘해서는 포비스 (Duncan Forbes)의 핵융 정죠하려t{Forbes

1975)

이 홉스(Hume 1985， 492)의 계약시상의 가장 취약얘! 부분은 약속융 지켜야

'H= 이유용 혜영하는

에있다 흩스는약속올지켜야한다@α'0 $unt servanda)는것융자연업에서 잦는다 이것은약
속 준수의 이유를 합리적으 g 설명항 수 없다는 묘액에 다용 아니다 한연 휘그의 정우복종 약
속의 춘수는 상대연이 약속융 준수히순 한에서만 구속혁융 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이딴 것
은 륙정한‘ 것에 적용외는 것이기 때운에 '1t썩f 용치자의 어띤 구제잭 정책애 반대항 정우 그것이
욕종의 의우용 깨는 것애까지 정당성융부여하느냐는 점이다 이것이 약속에 근거한-저항”이용
이 용~....("t}-는 엉적인 운쩨이다

5) 굵은블씨는홈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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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은 ‘새로운 인민페 왼 영국민의 진실성에 대한 -의싱 "(do 삐 s)을 떨쳐버리지 못한

데 있다 그리고홉에따르연이 의싱은근거가없지 않은것이었대 Hume 1983 , V. 113) 그
의 뒤를 이은 찰스 l 세 ( 1 625 -1649)는 재위하자마자 의회와의 진근한 관계흘 위해 의회를

소집하지만 의회로부터 차가운 반웅융 당하게 된다 그 후 몇 차혜 의회와의 관계 복원윷
위한 시도를 했지만 실때로 올아가자 11 년간 의회 없이 국정올 운영하게 된다 결국 그는
의회와의 마창호 시민전쟁에 이르게 되고 예위된다 크릉웰 사후 공화갱 (Commonwealth)

은 용괴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진다 왕정복고 이후 왕위에 퉁극한 장스 2세 (166ι 1 685)
는 집권 이전부터 가졌던 영국민에 대한 ‘의심‘(su spicion)올 극복하지 뭇하고 갈수욕 깅은

·불신 ~(di strust)올 풍게 된다 이런 불신의 연장선상어 서 그의 통생 쩨임스 2서111 1 685 -1 689)
는 의회와의 논쟁올 거부하고 소흥을 완전히 단절함으로써 파국올 맞게 된다 이련 의심

과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트 왕들의 흉치에는 전반적으로 공흉감각이 결여되는 양상올 보
인다 특히 왕갱복고 이후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경우 ‘공용갑각에 반하는M(again st

common sense) 정책을추진하게까지

된다(Hume

all

1983 , VI. 290)

소용의 단절에 가까운 용치를 한 제임스 2세는 왕권에 대단히 호의적인 상황에서 풍극
하였으나 급속하게 올락한 사혜이다 홉에 따르 면， 그의 급속한 올락은 창스 2세 ( 1 660

1685)7f 취했던 다소 애애한 태도율 어리고 ‘영백하게” 혹은 ‘공공연하게’ 인인의 정서에
반하였고 그것도 아무런 반성 없이 ‘빈번히- 자행되었다는 정에 원인이 있다 법에 대한
촌경의 부재와 왕의 함엉적 권리에 대한 지 나친 판녕이 그의 행동의 기본적 정죠툴 이루
었다 재임 초기의 성공에 도취되어 곧 그는 영국의 의회를 경시하기 시작했다 1685 년 11

월 9 일 의회에서 그는 반란의 진앙에 추가된 군대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것과 자신
에게 충성한 카훌릭 장교틀을 계속 고용항 것이며 특히 공직에 신앙 검사흘 요구하는 법
올 그들에게 연제시키겠다고 ‘분영히-여ain l y) 말한다 이에 대해 하원이 언저 왕의 관연
권(di spens ing power)에 대해 이의제기릉 하나 왕으로부터 ‘딱 잘라 거절‘(ftat

denial) 당

한다 그 다음의 반대는 혼'1 그런 상뼈서 주도권을잡 "1 않던 상원， 그리고 심지어 주교
측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대용혜 왕은 몇 차혜의 정회률 흥해서 그들의 기플 꺾고자 했으

나 실패하자 의회을 해산시겨 버린다 이 샤건을 흥해서 프로태스탄트 인민들 사이에서 왕
의 권위에 헌신힐 사람올 잦을 수 없다는 것이 명액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제임스가 전적으
로 의회 없이 용치하리라는 결흔이 나온다{Hume 1983 ,

Vn 요약하연， 제임스의 소홍어1 대

한 거부는 비록 그가 정치가로서의 자질이 상당했음에도 그를 정치적 따산에 이르게 했다
스튜어트 왕들의 이런 태도와 더불어 야기된 헌정의 혼란속에서 서로 다른 원칙올 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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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정따툴이 생겨나게 된다 홉에 따르연， 소용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사혜는
헌정과 판련된 부운에 서로 상반되는 견해을 가진 정파가 대립할 때이다 영국의 헌정이

계속해서 연혜오는 과갱에서 여러 세력들 간의 갈둥이 있었지안 원칙에 따른 정따가 온격
화된 것은 제입스 l 세로부터 시작되는 스튜어트 왕가 때부터이다 정파의 갈풍은 대제로
’제한적 군주져r(limited monaπhy) 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다

우선 「영국의 정파들」에서 나타난 휘그와 토리의 갈둥과 소풍에 대한 홈의 논의를 갱리
하겠다 1 642년 시 작왼 대반란에서 처응 둥장한 원두당(Roundhea이과 기사당{Cavali er}을

논명하연서흉은두집단이 군주와자유둘중어느것을인정 하지 않은것은아닝올지적
한다 단지 원두당은 정부의 공회주의적 부분에 더 끌혔고 기사당은 군주적 부분에 더 몰

린 것이다 이런 갱에서 그들은 지방(냐라)파(country-party)와 궁정(군주)따 (court-pany)
로 간주될 수 있다고 온다 휘그와 토리의 구분은 첼스 2 세 치하에서 생낀다 찰스 2세는

자신의 아벼지의 에을 홍혜서 더 현영해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웅일한 조처들
올 처음에는 보다 더 은밀한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연서는 더 영액하게 강행했다 이런 상
황에서 생겨난 휘그와 토리는 앙선 갱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사따와 토리의 차이

정에 대혜서 흉은 토리가 기사파보다 훨씬 교조주의적 원최올 내세웠다고 명한다 즉 ‘무
저항의 복총~(passi ve obed i ence)과 ‘따기항 수 없는 권리 M(i nde feasibl e right) 의 주장은 기
사따률 통해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런 토리의 경향은 휘그의 연화와 대조된다 r영 국사j에서 홈은 시민전쟁 후 휘그가 종
교적 광신주의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술한다 -신적인 당M(the

godly party)이

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좋고 정직한 당‘(the good and the honesl party)올 사용한 것에
만족한 것이 그 단적인 중거이다 다시 말하연 이것은 ‘그들의 조처들이 광쪽하지 않으며
그 주장들이 그렇게 터무니없지 않다는 확실한 증후”인 것이다 ( Hume

1983 , VJ. 377) 따라

서 그들이 저항의 원칙올 확산시킨 것은 혼합적 정제의 특성상 울가띠한 촉연이 있올 뿐
아니라 반대따인 토리의 극단적 원칙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애서 이혜할 안하다

그렇지만 흉에 따르연， 토리가 위 와 같은 원칙틀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터 무니없
는 원칙을은 실행되기에는 너무 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으로서의 토리는 압제에 적

대적이었고 영국인으로서의 토리는 자의적 권력에 적대적이었다 자유에 대한 그들의 열
의는 그들의 반대자보다 옷하지 않았다 이런 정서는 그들의 전흥적 정부가 전복될 위 기에

직연했융 때 그들이 표방한 원리들을 양각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정서들
로부터 1688년 핵명이 일어났다끄 흉은 온다 여기서 홈은 혁명을 거지면서 토리의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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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가있었음올지적한다
첫예， 토리는 자유에 대한 애착이 쟁}고 그것을 어떤 추상적 원칙이나 왕의 상상적 권

리에 희생시키지 않을 확고항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성격은 혁영 이전에는

그들이 표명한 원리와 궁정에 대한 순웅 때문에 당연히 의싱받을 만했다 이런 정에서 핵
영은 토리가 그 이전에는 자유보다는 군주를 더 사랑하는 궁정파에 다릉 아니었응올 드러

내 보여준다 울째， 토리는 원리 연에서나 애정으로도 혁영과 그 이후 이루어진 안정화 과
정에 전적으로 혹은 기꺼이 풍조할 수 없었다 이런 그들의 성격은 그들의 첫 언째 성격과

모순되는 것처명 보인다 왜냐하면 그헌 정황에서 다른 식의 안정화는 자유에 위험한 것
이 될 것이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홉은 토랴의 이런 모순이 혁영에 사용된 수동적

복종과 저항 사이의 모순보다는 크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가슴은 모순들올 화혜
시결 수 있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토리와 휘그률 간략히 쟁리하연， 전자는 군주를 사랑
하지만자유플버리지않고스튜어트가운의지지자로，후자는자유흘사랑하지만군주를

포기하지 않고 프로태스탄트 계홍의 왕위 정착의 친구로 특정지을 수 있다(Hume 1985 ,

69-71) 이렇게 해서 토리와휘그는그들의 원척올극단회함으로써 생긴 딱딱함올극복하
고서혁영에서서로연합올이루게된다

m

정파의 대립과 법치의 성장

원획에 대한 논쟁에서 흔히 빠질 수 있는 인간의 허약함은 논쟁에서 예리합 (keenness)
융 드러내는 것이다떠 ume 1985， 62셔63) 논쟁에서 에리함올 드러낼수록 원칙은 극단화되
는 양상올 보인다 흉은「원초적 계약.'수동적 복종ι 「쟁파의 연합」에서 토리와 휘그의 원

칙들이 갖고 있는 극단적인 연틀을 철학적， 실천적， 그리고 역사적 측연에서 교갱하려는
논의을 멸친다 휘그에 대한 홍의 비판은 인민의 동의를 정부의 유일한 근거로 간주하려

는 데 모아진다 그렬 정우 이 지상에 있는 어떤 확링왼 정부도 그 기준에 들어맞올 수 없
올 젓이다 십지어 1 688 년의 핵영도 휘그들의 세련된 이녕과는 거리가 열었다 비록 인민

의 동의가 고귀한 근거이기는 하지만 장기 점유， 현재의 정유， 정복， 계숭， 실중엉 풍의 권
리도 흉지의 근거로 인갱되어야한다 왜냐하연 복총할 의우는 궁극적으로 인간사회의 이
익과 필요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한연 토리의 무저항의 옥총은 지유책 없는 권리률 주장

하는 것이다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무저항의 복종은 예외를 제거하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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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예외에도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규칙 없는 저항은 사회를 혼동으

로 몰아갈 것이다 따라서 복종힐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복종의 척도

(mcasurcs of allegiance)가 법의

시선에서 바라본 행동 기준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제잉스 2세의 자의적 권력사용에 대한 저항을 흥해서 북총의 척도률 살여보자 인민의

확립된 권리와 교회 권위에 대한 제임스 2 세의 계속된 칭해의 극적 반전이 1688 년에 일어
난다 제임스는 제 2자 총교자유 선언(declaration

of indulgence}을 예배 후 곧바로 낭송할

것올 명령한다 이것은 교회의 생직자플 모욕하고 비웃음거리로 얀들기 위한 의도였다 이
에 대해 6명의 고위생직자가 불복종의 이유를 청원의 형식으로 비밀리에 왕에게 전달하게

된다 왕은 이틀을 즉각 잡아들여 구속하끄 처벌하기 위해 재판을 강행한다 그러나 온 인
민의 관심을 모은 이 재판은 성직자 측의 성득력 있는 연혼에 우죄라는 배심원의 명결이

내려진다 그를연론의요지는아래와같다

법온 인민에게 욕갱한 고충이 있올 정우 규갱원 한계 내에서 챙원의 형식으로 왕에게

문의장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현 청원의 경우 성직자틀은 엄격하게 그 규쟁올 준수했다
양심에 안하는 사예의 경우 정부는 인민으로부터 척극적 복종을 요구할 수 없다 인민의
순웅과 복종의 위대한 기준은 엽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복총할 수 없는 명령이 부과휠

경우 자신의 거부 이유흥 제시하는 것이 응올한 칩옥용 고수하는 것보다 더 존경항만한
것이다 모든 사랍이 깊이 판싱융 갖고 있는 공적 조처들에 대해 요구받지 않았을 때에도
자신의 강각{sense:않 밝히는 것은 인민의 의무블 파기 t~는 것이 아니다 본 사안의 경우
성직자등「은 요구응 받았고 그틀은 순용함으로써 잔성응 요하거나 아니연 정원에 의해 찬

성하지 않응올 밝혀야 했다 그리고 엄을 정지시키는 국왕대권올 부정'"는 것은 선종죄
가 될 수 없다 왜냐하연 그런 국왕대권은 합엉적이고 제한적인 갱부에서는 실제 있지도
있율 수도 없기 때운이다 심지어 그것이 실쩨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역사블 보연

전 국민 앙에서 인언히 논박되어져 왔다 따라서 누구도 국왕대권의 부정융 엉죄로서 처
벌항 생각올 해온 적이 없다 그리고 현 생직자들은 비밀리에 청원하였기 때문에 선동의
씌목을 울용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을 공개적으로 만든 것은 궁정이 아니었나{ H ume

1983.

VL 492 -493)
r정파의 연합」에서 흉은 시민전쟁 이전 왕당따의 옹건한 입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각색
한다 왕당파의가장탁월한주장은헌갱의온건한변화혹은정진적혁영이다 흥지의창
왼 규칙은 그 시대의 현재 확럽왼 관습(pm이 i ce)이다 그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기에 않은

권위를 지난다 통일한 이유로 그것은 또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어떤 권력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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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 그 행사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l 련

이유로 온건한 저항올 용해서 헌정의 변화을 가져오는 것이 쉽고 안전하다 이런 연화는
사량들이 잘 느끼지 옷힐 정도이기 때문에 변화로 생긴 간극올 봉합하기가 용이하다 홈

에 의하연， 이런 논의는 법율가와 정치가의 확립된 격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다 견고하
고 보다 안전하여 보다합법적으로 보였윷 젓이 을렴없다 이 논의는 r영국사」 전'1l-을 흐르

는 홉의 해심적인 법적 논리이다 즉 안정 속에서 연화를 추구하는 논리인 것이다 이와 관
련된 흥미로운 발상이 「정부의 으똥 원리 툴」에 나타난다 홈에 따르연， 재산상의 울균형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왕은 7 년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인민틀에게 상당한 영향력올 행사하
고 있다 왕에게 이런 영향력올 더 ^C주 샤용하게 한다면 그의 영향력은 곰 소진휠 것이다

바로 이 작은 부분을 연경하연 정부의 완전한 연경이 있게 될 것이고 곧 순수한공화국， 그
것도 블연하지 않은 형태의 공화국으로 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대 Hume 1985, 36)
안정 속에서의 변화는 엉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가영 정유가 안정되지 않으연

전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법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유의 안갱이 가장 먼저 정
작해야 한다 점유를 안쟁시키기 위한 관녕이 ‘재산"(pmperty)이다 정유의 안정 이후 각자

의 띨요(needs)에 맞게 재산이 재조정되어야 할 휠요툴이 생긴다 혼란과 전쟁 없이 재산올
이전할 수 있는 방법。1 바로 동의에 의한 양도이다 다시 햄연 안정 이후에 생기는 여러
볼연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연화의 원리인 용의에 의한 양도가 성장하고 또 동의에 의한 양
도가 갖고 있는 협소한양도의 한계로 인해 생기는 융연틀을 교정하기 위해서 약속에 기반
한 계약이 성장한다 달리 표현하면 법의 성장에는 공풍체 성원틀의 역사적 정험 혹은 학
습이 전셰되어 있다 그것도 불연들에 대한 경험이 아응을 특정한 방향으로 웅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련 이유로 r인성혼」에서 흉은 법의 성장을 인간의 본성이 교갱되연서 확대되는
방식으로묘사하고있다 그리고이것을-관행 ~(conve nti ons)이라고부른다

흉이 보는 법의 성장과정은 그의 후애인 스미스의 관점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스미스의 공식은 이지십과 공갑의 ‘상호 대청적 제계·’(symmetri ca l edifice)로 표현왼다.，

이크홉시(J. Cropsey 히 aL 1 987， 642) 에따르연，스이스는자신의세계설상호대칭적인 것으호상
정하었지만 그 속에 않은용일치가 있응올자각하고 있었다 달리 표현하연 그는 자연의 성리에
우한한 신뢰용 두었지안 그것융 영액히 해명하지 않은 채로 두었다 명자는 스이스가 자연주의
에 상당히 정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자연주의에 대한 비딴으로서 태용한 역사주의
또한 다른 한쪽으로 지우쳤다고 온다 자연과 역사에 대한 균앵 장힌 시각융 보여준 사례호는

홈과 엉사상의 분야에서 홈즈 딴사용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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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의 성영에서 드러냐듯이 흉은 엉의 생장올 근본적으로 에대쟁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관행의 성장은 우엇보다도 사회척 용연에 대한 반복되는 경헝에 근거하기 때문

에 관행은 왈연함의 완화 혹운 해소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공리혼의 주장쳐렁 주관적
인 ·앵복”에 대한 느낌 혹은 견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띤 i제도-는 사회적 울

연항의 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행북.의 추구에 냉정올 두지 않는다
판행의 성장올 중심으로 엉율 보는 시각 후에 버크 (E. Buri<e)는 ‘판융권 M(presc쩨 i on)

융 충싱으로 헌정 (consti tuti on)올 바라보게 왼아-융 정황롱이라고 항 수 있다 정황 중심
의 사고의 션개는 특정한 원칙올 중심으로 애계애 질서를 부여하려는 사고의 경향과 대컵
한다 원칙롱은 일원론척 사고방식으로 귀착원 가능성이 농후힐 문 아니라 또한 다른 원

리와 청예하게 대립할 위헝성융 앉고 있다 이련 이유로 흉은 -여론 M(opin ion)올 다룡 때에

도 다원적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홉은 정부가 여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
지만 그가 드러내는 여론은 하나의 원리잡 중심으로 위계적 구조융 갖지는 않는다 흉은

여혼용 크게 이익애 대한 여론과 권리에 대한 여흔으로 나누연서 일상인의 사고방식을 드

러내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r영국사」에서는 역사의 연화하는 갱앙을 속에서 여론
등이 그때마다의 새로운 강세용 드러내연서 구성되어 가는 모슐용 그러고 있다 다시 향}
연 역사의 구체적 사건들을용혜셔 여론은 계속혜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불 때 튜더의 왕툴과 스유어트 왕들의 비교가 선영하게 드러난다 튜더의
왕용은 "1 록 외관상일지라도 엉의 외형용 지키연서 권위를 행사하였고 앤요한 경우가 아
니연 되도꽉 자의척 권혁 사용융 상갔다고 앙 수 있다 안연 스퓨어트 왕융의 자의적 권력

사용은 사회적 휠요애 대한 공용의 감각융 경여함으로써 연의주의적 경향융 보였다” 연
의주의적 권위 사용에 대항한 유영한 재판이 건항애 (sh i p-money)애 납부용 거부한 햄프던
(H a mbden)융 비훗한 젠트리에 대한 재딴이다 햄브던 측의 주장에 의하면， 옐요의 판단을

왕에깨 암낀다연 왕의 자의객 의지에 국민의 득권툴올 종속시키는 것얘 다흘 아니다 만

7) 스유어 트 왕흉얘 대한 홈의 명가는 잉l간적 역 샤7f등이 호는 것과상당한차이 용 보인다 대째로
기존의 연구는 갱대군주-의 이녕과 판연해서 제입스 l세용 명가하는 것이었다 용은 제잉스 l
세가 생대균주의 판녕옹 강조하개 인 셰기가 역성척이재도 왕의 싱징적 권력이 씌략한

c

서 찾

는다 그리고 그의 권력앵사는 사심상 유더 왕윤과 "1'"혔융 때 온건했다고 온다 그럽애도 뭉
구하고자의적 권혁뺑샤용명요라는외관용내새워 엉융우회항으효써 연의주의적 정양용보었

다 다시 양하연， 옐요(necessi IY)와 연의("뼈iency)의 구분융 일안인의 공용감각에 근거째서
싼단하지 않온 것이 그등의 갱쳐적 과요라고용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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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위협이 급박하고 (u멍 en l) 극심한("π'eme) 것이라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매우 뚜
렷하게 드러날(palpable) 것이다 또한 지금 확립된 재정으로는 대단히 근검절약F하더라도

해군을 장비하고 유지할 수 없다는 정， 합리적인 조건으로 의회로부터 자발적 지원을 얻
을 수 없다는 정 풍은 정치적 이원reasons of state)에 해당하지 엉적 논제는 아니다 한연

의회와의 소용단절로 독자노선올 걷던 창스가 연의주의적 권한 사용으로 기울게 된 것은，
홈에 의하연‘ 새로운 풍치 기용에 대한 열망올 거슬러 운주 중싱적인 ‘영국 법의 한결같은
방칭 "(the uniform tenor of the English l aws에라는 과도한 관녕을 성급하게 받아틀였기
때문이다
김홍우에 의하연 홉의 엄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왼다 첫째는 이성우위론에 대한 비

판이고， 둘째는 의지우위론에 대한 수정이다(김홍우 2에 7 ， 196- 213) 다시 말하연， 이성우
위론과 의지우위론이라는 근대엉사상의 두 가지 흐릉을 비판하연서 흉은 정황 중심의 엄

사상을 개척한다 오히려 그가 영국의 보롱엄 사상의 핵심을 철학적으로 혜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힐 것이다 나아가 그는 보흉법의 정신을 영국샤률 기술']-는 데 직접적
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인간의 챙동 엉위를 넓
혀줌과동시에 자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권위와 자유의 관계는 이런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권위와 자유를 관녕적으로 극단
화시킨다연 두 가지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하연 토리의 무저항
의 북종과 휘그의 권위에 대한 앵목적 저항은 연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모순에도 불
구하고 공동의 삶 속에서 권위와 자유는 적절한 척도( measures)를 가지연서 섞여가는 것

이다 혁영에서 토리와 휘그가 연합에 이 트는 것처럽 말이다 홈에 의하연， 특갱한 원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연협 (bigotry)이다 이런 연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삶의

호홉융 느껴보는 것이 도용이 될 것이다 그럽으로써 일상적 혹은 공용의 감각올 회복하
는 방법 이외에는 관녕의 극단화로부터 생기는 연협올 극복할 수 없올 것이다 이런 연협

이 교정될 수 있다연 근대에 퉁장한원척에 입각한 정파는 서로의 견제률 수행함으로써 사
회에 도웅이 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시생 ~Gealousy)이 인간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한 그것을 제거하려 노력하기보다는잘 활용하는 연이 좋올 것이다 그것이 견제와균형의

원리가종재하는까닭이다”
홈의 정황 중심의 엄사상은 정치적 행위의 폭을 넓혀주었다 거의 정대적 권위를 행사했

8) 이런 시각에서 용때 니제가-원한"(resentment)애 의한갱지융비딴한것은과도한측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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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튜더 왕을분만 아니라 하원이 왕의 대권을 져 약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한 것에 이르
지까지 업의 잣대로 용호한 정은 정치세계올 복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항을 한 것이다 여

기서 정황론적 엉사상이 자의적 권위 뺑사에 대한 통조가 아닝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것은 앙서 창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영가에서도 잘 드러났었다 오히려 영의 중요한

문제는 그 조건이 가혹하지 않。에 한마는 정이다 왜냐하면 법의 가혹함(ri gours)은 군사
적 폭갱에 의한 약당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H ume

1983 , VI. 463).

따라서 엉의

기준은 일반인의 행위 기준에 의거한 것이어야한다
흉이 찰스 l 세률 용서 ("ωse)하는 것도 그에게 적용된 행위의 조건이 너무 가혹한 것이

었기 때문이다 하지안 장스 l 세의 사혜를 용혜서 영확하게 드러난 행위의 기준을 학습하

지 못하고 자의적 권위를 영백히 그것도 빈번히 행사한 쩨잉스 2 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엉을 어기지 않으면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 놀라운 사례로는
크릎웰올 들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정은 이런 일이 파벌이 만연한 상황에서 그것도 군사에

의거한 통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에서 크롱웰의 흉치는 영국에 법치가 정착
하는 결정척 제가가 되었다 ‘크롱웰 호국관은 엉이 아니라 단지 칼에 근거한 강탈한 권위

가 허용할 수 있는 한 정의와 관대 (clemen cy)에 대한 존정을 보였다 사법부의 주요 직책
은 모두 정직한 사함을로 채워졌다 안연된 파벌 써냉 속에서 재판관들의 딴경은 곧았으
며 공명무사했다 그 자신윷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연 그 자

신에게도 법은 행풍과 행위의 위대한 규칙이었다 ‘ (Hume 1983 , VI. 85)

IV , 결론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파의 갈둥은 역사의 해석과 관련해서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

다 옐 'r는 이와 같은 대립。1 이익에 따른 운열일 뿐안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영을 보
는 원칙론적 시각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각 정따가 주장'f-는 원리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딱딱하고 가혹한 행위의 조건들을 역사 속의 정치적 행위자에게 부여하여 영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련 원칙의 대결은 정따들의 소흉올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정치의 장을

화석화시커는 결과릉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항은 사랍들에게 이연이나 저연의 선택올 강
요하게 되며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사람은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리고 원칙을 지

나지게 딱딱하게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다른 불연합이 있다 원칙 혹은 목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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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 추구는 수단의 적절성올 망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l 것 또한 연의주의의 한 양

상일 것이다 이런 정우는 대체로 갱치적 적대자에 대한 인갱 lrec앵nition)이 정여되어 있
다 휘그 역사가들에 대한 홍의 비판의 초점은 바로 그틀의 조야한 역사 왜곡이 쟁치적으

로 소홍의 정r애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의싱의 여지없이 그 당시 휘그의 원리는 왕의 자의
적 권력을 견제함으로써 영국사회의 성장에 긍정적 역할올 했다 하지만 그 원리의 방정올
잘옷 이혜할 경우 교죠주의로 흐르게 되고 변화를 거부하는 원랴로 작동할 수 있음은 역
사가증명하는바이다

법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북 '1는 데는 일반척 혹은 공홍의 갑각올 복원하는 것이 멸요

하다 일반인의 감각올 떠나서 엉의 기준을 말하는 것은 연의주의에 다릉 아니다 이련 의
미에서 엉을 활용하는 데는 일반인의 능력을 넘어서서 초인적인 ‘헤르쿨레스‘(Herc비 es)

를 불러툴이는 것은 엉의 의미에 대한 우지로부터 나옹다 초인에 대한 욕구는 어려운 사
혜 (hard case)에 대한 혜절책 (s이ution)올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듯하다” 사실상 인간사에
있어서 해절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그때 공동의 결의(πsol ution)를 흉해서 공
동생활의 방향융 정하는 갱도만이 존재할 수 있올 것이다 특히 헌정이란 고갱된 것이 아

니라 변하는 것이기에 근본적 원리에 대한 집착은 사태의 자연적 발전과 과갱을 왜곡하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헌정이란 성문법이든 울문법이든 구성되는 것으로 따악되어야 한
다 운자의 고착성이 사울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듯이 사랍틀의 지각융 현혹하는 것은 법
의 연속성올 느끼게 한다는 정에서 나홈의 의의가 있다 영국의 경우도 ‘고전적 현쟁‘(the

ancient con stitution)에 대한 관엽은 일반인의 영 정제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
다 하지만 이런 현혹이 그 -의미”의 고착으로까지 확대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헌

정의 의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논쟁을 흥해서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흉의 얄용
따르연， ‘사태는 그것들의 자연스러운 알션과 작용에 내맡겨져야안 한다

ft(Hume 1985 ,

52)
한연 앞서 말했듯이 정황론은 연의주의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정황 중싱의 사고는
공동생활로부터 나오는 필요의 갑각{sense of necessities: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의 멸요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법의 성장에 대한 발상이 나온다 훌즈 판사{o.w. Holmes)
의 r보흥법j은 사회의 필요에 근거한 엽의 성장에 대한 발앙” 뿌리를 두고 보홍엉익 성장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법의 성장에 대한 발상은 의지에 의한 엉의 제정 벨상과 대립

9)

.혜프쿨레스?와 i어려운 사예·의 표현응 드워킨 (R.D‘lorkin)으로부터 빙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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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엉의 셰정 주제을 신， 군주， 인민， 단제 어느 것으로 상정하던 ζ써1 권력의 자
의성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뀔지는 호택사회에서 권력과 법의 자

의성에 대한 의혹이 짐게 깔린 것은 법 제정주의와 깅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
련해서 대제로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냐라는 절대주의의 어두운 그링자에 시달혔다는 것

올 상지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흉은 갱파의 극단적 대립을 완화시키고 엉의 성
장을 보여주기 위혜서 영국의 역사률 기술했다 그리고 그 기슐의 특정은논쟁 중싱척이었

다 심지어 어떤 사안에 특정 정파의 논의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의 ^K없似)논의 를 마련
하기까지 하였다 아마도 흉의 시도와 같은 논쟁 중심의 역사혜석과 엉해석은 오늘날 한

국사회가 보여주는 격렬한 대치를 온건한 논쟁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웅을 중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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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y-Strifes and the Rule of Law

Byongtaek Lee I SeO\J Natio<비뼈"'<Si\y

Thi s article concentrates on reorganizing the themes of factions and the rule of law
in the works of David Hume. For him , causes of faction are embedded in human nature
and, for the same reason , war is inherent in the nalure of poli tics. Bul the manners of
men are susceptible of coπ∞tioo ， despite the fact that human nature is unchangeable. In

‘

“

theHI IOry 01 Englan이 Hume tries to describe the grea transition from ‘ the war of the
s.이ord ~

10 "the war of the pen ," During this transition did parties of principle arise and ,

in a manner, contribute 10

con잉 ituting

the

debate애Jrien ted

politics. Despite their positive

aspect, however, parties of principle brought about their own evils, particularly, "keenness
in debalιH which leads {o {he absence of communication among parties. For this reason ,
Hume imroduces the spirit ofthe common law, that is, the ciπ umstances-ori ented thinking,
10 moderatc thc extreme inlensificalion of party-confli 이 s: parties of princi ple in debate
can obliterate their keenn앉 s， with an enlargcd

r얘ection

on the circumstances of common

lifc alone. Differently put, the law should be founded upon the necessities of communi ty.
And the standards of the law should be grounded upon the general standards of common
men in the given

ciπumstances ， n이

upon the refined ones from

princi이es.

‘

Hume’ s legal

thinking can not only criticize legal rationalism but also sel bound on the a꺼bitra ry exercise
of authority. Most of atl , he aims at activating the

politκ:a l

world by way of the practice of

mild debate among parties
Key words: party of principle, rule of law, war, communication , circurnstances, exκ:diency，
the growth of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