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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法과 自由*

―법가치로서의 자유에 관한 한 고찰―

沈 憲 燮**

1)

오늘날 평화나 안정, 정의나 평등에 못지 않게 높이 찬양되는 법가치가 자
유이다. 자유의 법가치는 평화나 정의의 그것보다 결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인류가 개명되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욱 갈망되었다. 이는 주지하듯이 모든 이

가 자유롭고 평등한 이른바 ‘自然狀態’를 상정하게 하 고(로크), “인간은 자유

롭게 태어났으되 세상도처 사슬에 묶여 있다”는 분노 어린 고발로도 터져 나

왔으며(루소), 드디어는 인간은 자유를 不可讓의 권리로 부여받았다는 승리감

에 찬 여러 보편적 人權宣言들로 공포되었으며, 마침내는 여러 나라의 실정법
에 그 보장이 규정되기에 이르 다.

이리하여 자유는 이제 보편적이고도 구체적인 법가치로 자리잡았으며, 자유

에 대한 갈망을 고려않는 법질서는 하나의 단순한 압박일 뿐이지 정당한 질서

로 여기지 않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되고 갈망되는 자유지만 그

것의 진정한 의미는 수세기를 걸친 철학자, 정치가, 법률가들의 끈질긴 노력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설과 논란 속에 있으며, 법질서가 고려해야 할 사람들
이 누려야 할 자유의 정도와 한계에 대한 원리와 규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며, 법질서와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갈망되는 다른 여러 가치들

과의 피치 못할 저 ‘諸神의 爭鬪’(베버)를 어떻게 가라앉힐까에 대해 어떤 해

결의 묘책이 확고하게 발견되어 있지도 않다.

Ⅰ

무릇 자유는 역설과 모순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다. 그것은 우선 자유

* 본고는 2001년 8월 Microsoft 사의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인 “韓國에서의 法의 支配(Rule of Law in Korea)”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名譽敎授



沈 憲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4호 : 1∼262

가 ‘자유에 고삐는 없어야 하지만 고삐 없는 것이 자유는 아니다’(탐멜로)라는 

역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로 사람들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유를 옹

호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억제도 지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자유의 상태일 것을 원하지만 방종과 자의(恣意)의 상태일 것을 원치 

않는다.1) 이러한 역설의 소용돌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의 자기희생, 즉 

자기규율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자유는 무슨 행위가 해도 좋은
가를 규정하는 규범의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를 은 “시민적 혹은 사회

적 자유란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의 성질과 

한계에 관한 것이다”라는 말로써 극명하게 잘 표현해 주었다.2)

특히 법규범은 이러한 허용된 행위의 자유에 명백한 한계를 그어주려 한다. 

이렇게 구획 지워지는 법적 자유도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과연 

해도 좋은가를 문제삼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몽테스키외가 “자유란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시민이 법률이 금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힘은 다른 사람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더 이상 갖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3) 그

런데 이 법적 자유도 자기모순을 간직하고 있다. 법은 개념필연적으로 강제의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강제는 자유의 침해이며 부정이다. 그러나 법 없는 상

태에서 강자가 갖는 불가예측의 무규율적 강제, 즉 강자의 무제한적 자유(자
의)를 고려할 때 법강제와 자유는 손잡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서 인간의 자유행사를 한계 지우고 규율하는 것을 그 과제로 삼는 법은 인정

된 것이다.4)

1) 탐멜로의 역설표현은 I. Tammelo, Zur Philosophie der Gerechtigkeit, Frankfurt/ 
M.․Bern 1982, 57쪽(‘Freiheit als Kriterium der Gerechtigkeit’); 그리고 자유의 상태와 
방종의 상태에 대한 언급은 R.E. Barnett, The Structure of Liberty, Oxford 1998, 1쪽 
이하. 로크는 그의 ‘자연상태’를 ‘방종의 상태’가 아니라 자연법인 理性의 구속 하에 있
음을 강조했다.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편), Cambrige/ 
Mentor, 수정판, 1963, 311쪽. 우리 번역으로는 로크․J.S. /이극찬 역, 통치론․자유
론, 삼성출판사, 1991(년판), 32쪽 이하.

2) J.S. Mill, “On Liberty,” Utilitarianism-Liberty-Representative Government, London/ 
New York 1957(년판), 65쪽; 이극찬 역, 위의 책, 237쪽.

3) Montesquieu, Esprit des lois, Paris 1877(Librairie de firmin-didot), 127쪽 이하. 
인용참조는 R. Zippelius, Rechtsphilosophie, 제3판, München 1994, 181쪽.

4) 법과 강제의 개념필연적 관련은 특히 I. Kant, Metaphysik der Sitten, Hambrug 
(Felix Meiner) 1957(년판), 36쪽; 법적(정치적) 자유의 모순성에 대한 지적은 A. Mer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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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순을 안고서 자유는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이다. 실로 어떻게 법을 제정하고 어떠한 목적에 법과 강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두드러지게는 자유주

의적 법질서나 권위주의적 법질서의 현상으로 말이다. 그러나 자유는 또 역설

적이게도 단순한 규율의 대상일 수는 없다. 그토록 갈망되는 자유는 실로 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표지이다. 자유의 포기는 인간의 포기이다(루소). 자
유는 그만큼 중요한 가치이다. 그런 만큼 자유의 규율은 자유의 보장을 위한 

그것으로 이해되고, 나아가 자유는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기능

도 갖게 되는 것이다. 실로 자유는 法治의 원인인 동시에 그 堡壘인 것이다.

Ⅱ

자유가 무엇인가는 쉽게 대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자유는 모호하고 복
잡한, 말하자면 가족적 유사성의 개념(비트겐슈타인)이다. 그래서 그것은 다양

하고 다면적이다. 법에서 문제삼는 자유도 그렇다. 그것은 이른바 ‘의지자유’의 

문제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려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시민적 자유

로서의 법적 자유이다. 이것도 유일하게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유사하지만 다양

한 개념들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유개념의 변형들을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어떠한 개
념이든 언어의 관용을 바탕으로 해서만 의미 있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콩스탕(1767-1830)은 고대국가(그리스)에서의 광범위한 국정참여의 

집단적 자유(정치적 자유)만으로서의 ‘古代的 自由’와 근대유럽국가에서의 신

체, 사상, 결사, 소유, 거주이전, 참정 등과 같은 시민적 자유로서의 ‘近代的 自

由’를 엄격히 대립시켰고 양자의 혼동을 많은 악의 원인으로 보았다.5)

“Idee und Gestalt der politischen Freiheit,” Die Wiener rechtstheoretische Schule 제1권, 
Wien 1968, 635쪽 참조.

5) 이 유명한 근세 자유주의자의 자유구별은 1819년 파리에서 행한 그의 강연 ‘고
대인의 자유와 근대인의 자유의 비교’(De la liberté des anciens comparée à celle des 
modernes)에서 자세히 논했으며, 근대적인 개인적 권리의 의식이 전혀 없이 공동체의 
권위에 개인이 완전히 예속되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정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만 자

유를 인정했던 고대인의 자유관념을 근대에 실현하려는 것은 많은 악을 유발하는 것으

로 보았다. 불란서 혁명 당시의 혼란상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여기서의 참조는 B. 
Constant, Political Writings, B. Fontana 역, Cambridge 1988, 309-328쪽(31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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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 벌린(1909-1997)이 다른 인간존재에 의한 의도적 방해나 간섭이 

없는 ‘消極的 自由(negative freedom)’와 스스로의 삶과 행위를 합리적으로 주

도, 결정하는 ‘積極的 自由(positive freedom)’를 대응시키고, 전자는 자유주의적

이어서 찬성하고 후자는 권위주의적이어서 비판했다.6)

요즈음 러는 자유로운 자주적 공동체(국가)의 참여적 일원(국민)이냐를 중

시하는 ‘共和主義的 自由’, 개인이 타인에 의해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음을 
강조하는 ‘自由主義的 自由’, 그리고 자기의 진정한 욕구나 믿음에 따라 자율

적으로 삶을 형성하는 ‘理念主義的 自由’를 정립(鼎立)시키고 있다.7)

그런가 하면 법철학에서는 일찍부터 각자에 최대의 개인적 활동과 자기발현

의 공간을 인정하는 ‘自由主義的 自由’와 각자에 국가적 의사형성에의 참여기

회를 주는 ‘民主主義的 自由’의 대립, 인간의 행동 역에 대한 형식법적 보장, 

즉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주목하는 ‘形式的 自由’와 이를 넘어 개인에 자기발현
의 ‘현실적’ 제조건, 특히 교육의 기회와 재화획득의 경제적 기회가 마련되어

야 한다는 ‘實質的 自由’의 대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8)

이렇게 자유의 의미를 놓고는 여러 견해들이 난립되고 있다. 사실 이들 견

해들은 각각 인간존재와 삶의 의미, 나아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이한 

근본관점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공통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단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위에서 살핀 여러 견
해들 중 ‘공동체 자유의 형성’에서 고전적,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적 자유 사이

에는 관념적 일치가 뚜렷이 보이고, 그리고 ‘개인 자유의 보호’에서 근대적, 소

극적, 자유주의적, 형식적 자유 사이에도 그렇다. 나아가 ‘자유의 실현’에서 적

극적, 이념주의적, 그리고 실질적 자유 사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관점을 높

게 자기실현의 측면에 두면 고전적, 민주주의적 및 공화주의적, 그리고 이념주

6) 이 유명한 현대 자유주의자의 자유구별은 1958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행한 그
의 강연 ‘자유의 두 개념’(Two Concepts of Liberty)에서 논했으며, 이성적 자기지배(자
기실현)에로의 자유만을 인정한 一元的, 이념주의적 자유관(적극적 자유) 대신에 더 진
실되고 인간적인 多元的 행위선택의 자유(소극적 자유)를 주창했다. 여기서의 참조는 I. 
Berl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1969(년판), 118-172쪽.

7) 이런 자유의 鼎立은 D. Miller(편), Liberty, Oxford 1993(년판) 서문(1-20쪽)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8) 여기의 설명은 전적으로 R. Zippelius, 앞(주3)의 Rechtsphilosophie, 182-183쪽 
참조. 우리 번역으로 양화식 역, 법철학, 芝山 2001, 296-300쪽 참조. 또 라드브루흐/최
종고 역, 法哲學, 三英社, 제8장(96-1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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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및 실질적 자유는 모두 적극적 자유에 포섭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소

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대립(!)만이 남는 것이다.9)

그러나 어쨌든 주목되는 것은 민주(공화)주의적 자유, 자유주의적 자유, 그

리고 이념주의적 자유 사이의 대립이다. 그런데 이것도 화해불가능의 것은 아

니다. 인간이 자유로운 공동체 안에서만 공동체의 위대성(덕목)도 달성되는 동

시에 시민의 자유도 보장되는 것을 바랄 수 있다고 보면 공화(민주)주의적 자
유는 자유주의적 자유의 先在조건으로 여길 수 있다.10) 자유주의적 자유의 강

력한 옹호자인 벌린도 국가적 자주성을 자유의 한 이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

다. 그가 강조한 것은 최소한의 자유주의(소극)적 자유의 역이 인간존재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며 그리고 이는 공화주의(적극)적 자유가 신장되어도 침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11)

나아가 공화(민주)주의적 자유 및 자유주의적 자유의 이념주의(적극․실질)
적 자유에 대한 관계인데 일반의사의 표현으로서 또 형식적 자유의 보장으로

서 법은 대개 욕구의 극복 없이는 준수될 수 없고 또 그것은 자율적 삶의 충

분조건은 못되지만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는 점에서도 융화(融和)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12)

이상을 종합해 보면 다양하게 나누어진 자유들은 서로 구별은 될 수 있지만 

또한 융화관계에 놓이지 않을 수 없는 ‘유사한 아이디어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자유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세 자유가족들의 요소들 모두에 의거

9) 자유의 이론들 사이의 이와 같은 관념적 일치 내지 유사성에 관해서는 우선 D. 
Miller, 앞(주7)의 책, 서문 참조.

10) 이 점 특히 Q. Skinner, “The Paradoxes of Political Liberty,” 위의 D. Miller
(편), Liberty, 181-205(197)쪽 참조; 또 D. Miller(편), 같은 책, 서문(6쪽) 참조.

11) 벌린의 이러한 이론적 발전은 그의 앞(주6)의 책, 서문(9-63쪽) 참조. 이에 대한 
검토는 D. Miller(편), 같은 책, 10쪽 참조.

12) 공화(민주)주의적 자유관과 자유주의적 자유관의 공통적 기초인 법에 관해 공
화주의적 자유관의 대표자인 루소는 “시민신분에 의해서만 … 인간이 자신의 참된 주
인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자유가 추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욕망의 충족만을 따르는 
것은 노예의 굴종이고 스스로 만든 법을 좇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J.-J. Rousseau, Du contrat social etc, Paris(Garnier) 1954, 247쪽/이 환 옮김, 사회계약
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7쪽), 자유주의적 자유관의 대표자인 은 그것의 도움으
로 외적 강제나 제약이 없게 된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인간은 관습 등에 강하게 지배
되어 자유를 사용하기를 두려워 해 자기 자신의 삶의 양식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앞(주1)의 로크, J.S. /이극찬 역, 통치론/자유론, 316쪽 참조). 이런 언급 또
한 D. Miller(편), 위의 Liberty, 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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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런 통찰 위에서 보면 자유란 우선 인간이 

스스로 참여해서 만든 사회 및 정치제도 밑에서 살아야 하고, 아무런 제약을 

받음이 없는 최대의 행동 역을 향유하여야 하고,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에 대해 직접 결정해야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다른 이로부터 빌리지 않을 

때 진정하게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13)

Ⅲ

이러한 자유파악은 실로 공화(민주)주의적 견해, 자유주의(소극)적 견해, 그

리고 이념주의(적극․실질)적 견해의 요구들, 더욱 넓혀서 보면 결국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요구들 모두를 고려한 것이지만 철학적, 이데올로기적 

입장으로 말미암아 그 구체적 이해에 논란이 있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예컨대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자유주의적, 형식적) 자유를 우위에 놓으려 하
고, 이념주의자 및 사회주의자들은 그것에 더하여 적극적(실질적) 자유를 전면

에 내세운다. 그래서 행위제약의 요소를 놓고도 자유주의자들은 외적 제약만

을, 심지어 법을 제외한 외적 강제만을 드는데 반해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다

른 이들은 내적 제약을 꼭 덧붙인다. 그러면 이러한 대립은 세계관적인 그것

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우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우위성 문제인데 이는 자유의 개념구조

를 살피면 의미론적으로 잘못된 것임이 분명해 진다. 자유라는 말은 사회적으

로 우선 행위를 하는데 강제나 제약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있음을 가리키

고, 다음은 하고 싶은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

킨다. 전자가 ‘소극적 자유’(freedom/liberty from)이고, 후자가 ‘적극적 자

유’(freedom/liberty to)이다. 그런데 이들은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고 ‘일치’하기

도 한다. 예컨대 일정한 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 말
하자면 소극적 자유를 누리나, ‘다른 어떤’ 제약에 의해 방해를 받아 임의로 

행위할 수 없는, 말하자면 적극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경우 양자는 어긋난다. 

그러나 어떤 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면 

양자는 일치한다. 왜냐하면 그는 우선 소극적 자유는 누리는 것이고, 나아가 

13) 이러한 포괄적 결론의 도출은 위의 D. Miller(편), Liberty에서의 러의 서문

(19-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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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이 전제된 그이고 보면 결의가 있는 한 행위할 능력도, 즉 적극적 자

유도 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에 대한 적극적 자유란 그 행위를 방

해할 모든 제약이 없을 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14)

이렇게 볼 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그 상이한 의미와 기능에도 불

구하고 반드시 대립되고 있지는 않으며 또 완전히 분리될 별개의 대상도 아닌 

것이다. 두 자유 모두 자기 의사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방해할 제약들이 존재
하지 않음을 뜻한다. 다만 소극적 자유는 ‘약간의 일정한’ 제약의 결여를 의미

하고 적극적 자유는 ‘모든’ 제약의 결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적

극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그는 

원하는 대로 행위할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가 

그렇게 행위하는 것을 방해할 모든 특수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전

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소극적 자유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또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양 자유의 개념들은 모두 필요하며 인간행위를 논하는데 불가결한 것들이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맥락에서 어떤 자유의 개념을 사용하는

가는 논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話用論의 문제인 것이다.15)

다음으로 행위의 제약요소에 관한 논란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극단적인 

것이 문제이다. 행위의 제약요소란 일정한 행위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주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사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제약으로는 

크게 外的 제약과 內的 제약으로 나뉜다. 외적 强制나 타인의 暴力은 외적 제

약이고, 權力, 經濟力(돈), 學歷 같은 행위의 사회적 資源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결핍되고 있는 사정이 내적 제약이다.16) 그런데 이런 행위의 제약과 관련하여 

14) 이 점 J. Feinberg, Social Philosophy, Englewoods Cliffs/New Jersey, 1973, 
12-13쪽; P. Koller, “On the Meaning and Extent of Social Freedom,” Philosophie des 
Rechts, der Politik und der Gesellschaft, O. Weinberger(외 공편), Wien 1988, 86-94(88)
쪽 참조. 그리고 P. Koller, “Freiheit als Problem der politischen Philosophie,” Politik und 
Ethik, K. Bayertz(편), Stuttgart 1996, 111-138(112-113)쪽 참조.

15) 이런 점 특히 J. Feinberg, 위의 책, 같은 쪽; P. Koller, 앞(주14)의 첫째 , 88
쪽, 참조. 그러나 법철학자 카우프만은 적극적 자유를 칸트에 따라 자기답책적 자기결
정에의 자유, 즉 자율성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자유의 토대라고 강조한다(Arthur 
Kaufmann, Rechtsphilosophie, 제2판, München 1997, 235쪽 이하 참조).

16) 이와 관련하여는 J. Feinberg, 위의 책, 같은 쪽; P. Koller, 앞(주14)의 둘째 , 
115-1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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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극단적 자유주의 경제철학자 하이예크는 내적 제약은 아예 고려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외적 제약에서도 법을 제외시킨다. 그는 “자유란 오로지 인간

의 다른 인간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유에 대한 침해는 다른 

인간에 의한 강제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인간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유사한 

경우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한 추상적인 법강제는 

자연적인 장애물과 같은 것이어서 자유에 대한 장애라고 보지 않는다.17) 그러
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강제만은 아니다. 또 법의 강제가 일반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해서 강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요구하

는 법은 실로 외적 제약의 대표인 것이다. 법은 자유를 제한하지만 최소한의 

법질서는 결국은 최대한의 인적 자유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18)

그리고는 내적인 사회적 제약과 관련해서인데 어떤 이들(대개 극단적 자유주

의자들)은 사회적 자유란 외적 제약의 부재로써 족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
른 이들은 내적 제약의 부재까지 충족될 것을 주장한다.19) 양 주장 사이의 쟁론

은 자못 치열하나 만약 우리가 강제와 폭력만 금하면 사회적 자유는 균등하게 

보장되는 것이고 이는 또한 필요한 사회적 자원이 완전히 결핍되어 조금만큼도 

행동의 여지가 없는 이에게도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자유란 정말 하나

의 빈 말에 그칠 뿐일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도 제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행위의 사회적 자원이 완전히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결핍된 상태는 사회적 자유를 부인하는 근거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유는 사실상의 행동가능성(능력)과 꼭 같지는 않으

며, 또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행동가능성을 갖지 않아도 보통 동등하게 자유롭

17) F.A. von Hayek, Die Verfassung der Freiheit, 제3판, Tübingen 1991(1971), 16
쪽, 185쪽, 이의 원본인 본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Henley 1976(1960), 
12쪽, 153쪽.

18)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D. Miller, Market, State and Community, Theoretical 
Foundations of Market Socialism, Oxford 1990(1989), 26-30쪽 참조.

19) 내적 제약의 부재를 문제삼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은 F.A. v. Hayek 외에 R. 
Nozick, “Coercion,” 원래는 S. Morgenbesser(외 공편), Philosophy, Science and Method, 
New York 1969, 440-472쪽, 그 후 P. Laslett(외 공편)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제4집, Oxford(Blackwell) 1972, 101-135쪽 그리고 H. Steiner, “Individual Liberty,” 원
래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75(1974/1975), 지금은 D. Miller(편), 앞(주7)
의 Liberty, 123-140쪽. 이에 반해 내적 제약의 부재를 적극 주장하는 이로는 L. 
Crocker, Positive Liberty, The Hague 1980. 물론 이에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자가 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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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 이른바 “平等自由”의 의미를 유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외적인 사회적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

기결정적인 행위를 가능케 할 사회적 자원의 처분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극심

하게 결핍된 사정으로서의 내적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20)

이렇게 보면 위에서 규정한 자유의 의미는 좀더 자세히 사람들이 스스로 참

여해서 이룬 사회(정치)제도 밑에서 법을 포함한 외적인 사회적 강제 및 제약
이나 사회적 자원의 극심한 결핍과 같은 내적 제약 등으로 인한 방해를 결코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형성할 수 있음에 있다고 일

단 종결 지울 수 있겠다.21)

Ⅳ

이상과 같이 우리는 기존하는 여러 자유의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20) 이러한 입장은 P. Koller, 앞(주14)의 둘째 , 119-120쪽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기본생활의 안정에 대한 고려없는 자유의 공허성에 대해서는 
이미 金泰吉, “社會正義 그 理念과 現實”, 正義의 哲學, 대화출판사, 1977, 25쪽 참조.

21) 이러한 자유관은 J. Raz의 ‘完全主義的 자유관’(Perfectionist View of Freedom)
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라즈는 “(정치적)자유란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권리이다”
라고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은 아니다. 그는 “권리(자유-필자)는 사람들에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자부할 수 있게 하는 公共文化를 함양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권리는 본래적으로 집단적 가치와 독립해서나 그것에 본질적으로 대
립되어 이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완전주의적 자유관은 개인적 정
치적 자유를 좋은 삶(good life)의 한 국면으로 여기기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 자율성의 가치와 가치-다원주의로부터 도출된 자유관이다”라고 주장한다(J. Raz, 
The Morality of Freedom, Oxford 1986, 246쪽, 254-255쪽, 263쪽). 라즈는 근래 “정부
의 주된 목적은 … 사람들(people)의 복락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이런 주장의 
수락은 나의 견해를 종종 ‘완전주의’라 일컫게 한다”, “완전주의적 정부, 즉 사람의 복
락을 증진할 의무를 자각하고 있는 정부는 오늘날의 조건에서는 사람이 성공적인 자율

적 삶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민감하

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피력하고 있다(J. Raz, “Liberty and Trust,” Natural Law, 
Liberalism and Morality, R.P. George(편), Oxford 2001(1996), 113쪽). 이상과 같이 라
즈의 자유는 이념주의적 자유관, 자유주의적 자유관, 공화주의적 자유관을 포괄하는 이
른바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의 자유관에서 파악되고 있다. 그의 자유관이 일정한 ‘價
値觀’을 수락하는 점에서 그것으로부터 中立的이려는 롤즈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는 
구별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깊은 정치철학의 문제로서 더 이상 언급치 않겠다(이와 관
련된 입문적 소개는 J. Gray, Liberalism, 제2판, 1995, 85쪽 이하 그리고 자세하게는 S. 
Mulhall/A. Swift, Liberals and Communitarians, Oxford(Blackwell), 제2판, 1996, 218쪽 
이하, 309-3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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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의미를 규정해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른 깨닫게 되는 것은 자유

는 인간이 꼭 지녀야 할 불가결의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 개념 자체로부터도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누릴 수 있음이 밝혀진다는 점이다. 즉 

사회란 개인 혼자만이 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인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타 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각 개인의 행위에는 일

정한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각 개인들은 수시로 상반되는 
목표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까닭에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의사대로 규정하려

는 그들의 자유들은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유도 결코 충만되게 향유할 수는 없는, 

말하자면 일종의 ‘부족한’ 가치로서 그 ‘분배’와 ‘범위’가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

에 또한 놓여 있다고 하겠다.22)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즉 법적 자유의 분배와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
이 타당하겠는가. 이에 관해서도 우선 명백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유의 분배와 범위는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위하게 내

버려두는 완전히 무규율적인 사회적 공동생활의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홉스적 자연상태에 비유될 수 있는 이런 무규율의 상태에서는 사람들

은 제각기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면 무엇이든지 또 자기의 힘이 미치는 

한에서는 어디까지든지 행하려는 무제한의 자유를 가지며, 이런 자유는 어떠
한 임의의 강제도 허용하게 되고, 누구도 타인의 강제에 대해 똑같은 강제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어떤 보호를 요청할 권리란 있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런 무제한의 자유란 자의나 방종과 마찬가지여서 그야말로 포퍼가 간파했듯이 

자유의 자멸로 귀결된다고 하겠고 또 ‘모두에게 완전한 자유를’ 이라는 ‘無政

府主義的 원리’로서는 파인버그가 지적하듯이 강자에게만 더 많은 자유가 주

어질 뿐 아무에게도 진정 안정된 자유란 없게 될 것이다.23) 따라서 인간의 행
위를 규율하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 규칙이 있고서만 사람들은 일

정한 범위의 안정된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규칙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강제로부터 벗어나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형성할 

22) 이런 점 또한 P. Koller, 위의 , 121쪽.
23) 이것이 포퍼가 말하는 ‘자유의 역설’이다. K.R.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제2권, London 1973(1945), 124쪽. 우리 번역으로는 李明賢 역, 열린사회와 
그 敵들 Ⅱ, 민음사, 1982, 179쪽; J. Feinberg, 앞(주14)의 책,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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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규율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

시 말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규준)으로 자유를 분배해야 하며 

또 자유를 어떤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는 사회체제의 자유에 대한 규범적 표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표

상이 다름에 따라 사회적 규율은 자유를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보장할 수

도 또 차이 있게 분배할 수도 있고, 그 범위도 크거나 작거나로 변동될 수 있

다. 사실 고대 種族社會에서는 종족의 일원이어야만 사회적 자유에 대한 다소

간의 균등한 권리를 누렸고 그 외의 자는 노예나 비자유인으로 완전히 제외되

었다. 또 身分社會에 들어와서는 각자는 일정한 신분계층들에 속해 그것들에 

상이하게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향유했을 뿐이었다. 자유란 일부 신분계층의 

특권들이어서 신분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
(특권)들’이 차이 있게 향유될 뿐이었다.24)

그러나 근세이후 서양의 市民社會에 들어 와서는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사회

를 원점에서 다시 성찰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사회적,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규

범적 표상도 크게 달라졌다. 이의 견인차 역할을 한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로크 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는 대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가”를 묻고 이에 대해 대답하기를 우선 그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라고 
했다. 즉 “사람들이 일일이 다른 이의 의사에 구속됨이 없이 스스로 적당하다

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를 마음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이다.25) 다음으로 그것은 평등한 

상태라고 했다. 그 곳에서는 “모든 권력과 권한은 상호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

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은 없으며,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런 차별도 없이 모두 똑같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똑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종속 또는 복종되는 일이 없이 모두 평등한” 

상태라는 것이다.26) 그런데 이렇게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

롭고 평등하며 그리고 독립된” 인간들이 자연상태를 벗어나 자발적 동의 하에 

정치체를 형성하여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는 것은 오직 그들이 원래 향유하는 

24) 이런 개관 역시 P. Koller, 위의 , 122-124쪽 참조.
25) 로크/이극찬 역, 앞(주1)의 통치론․자유론, 31쪽.
26) 로크/이극찬 역,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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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생명, 자유 및 자산)을 불안정하고 위험스런 자연상태보다 더 안정되고 

평화롭게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 있을 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27) 이 점에서는 

루소도 다를 바 없었다. 그에 있어서도 “모두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는 인간본성의 한 귀결”이었으며, 사회란 각 구성원이 힘을 합쳐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하나로 합쳤기에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

유로울 수 있는 결합체라고 주창되었다.28)

이런 사상을 토대로 자연히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래서 각자는 근본적으로 최대한의 자유를 평등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규범

적 표상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만인의 生來的, 自然的 自由와 平等

의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 밑에서는 자유의 제한이란 오직 모든 이의 이익에 

이바지할 경우에 한해 허용될 뿐이었다. 불란서 인권선언 제1조는 어쨌든 이

러한 규범적 표상을 압축해서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에 기초한 경우에 한해 행해질 수 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 다.29) 그러나 이러한 이념과 선언은 차별의 논거를 허용하

고 있음으로 해서 절대군주제도, 귀족제도, 심지어 노예제도 모두의 이익에 이

바지될 수 있는 한 옹호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때때로 등장시켰다. 그

러나 점차 그러한 논의의 설득력이 없어지고 사회적 자유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일반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모든 시민은 ‘하나의 
일반적인 자유’를, 즉 모든 시민은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범적 표상이 공인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

며, 그래서 사회의 시민으로서 최대범위의 평등한 자유를 향유한다는 현대적

인 사회적 자유, 즉 ‘市民的 自由’의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30)

이 최대평등의 시민자유의 원칙은 사회적, 법적 자유의 정당한 분배와 범위

의 규정에 관한 현대적인 일반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즉 그것은 모든 시민에

27) 로크/이극찬 역, 위의 책, 101쪽, 124쪽 참조.
28) J.-J. Rousseau, 앞(주12)의 Du contrat social, 236쪽, 243쪽/이환 역, 앞(주12)의 

사회계약론, 6쪽, 19쪽.
29) 成樂寅, 프랑스憲法學, 法文社, 1995, 부록 908쪽, 938쪽.
30) 이런 평등자유사상의 발전과정도 우선 P. Koller, 앞(주14)의 둘째 , 124-125

쪽; 일반적으로는 J. Schlumbohm, Freiheitsbegriff und Emanzipationsprozess, Göttingen 
1973; H. Bielefehldt, Neuzeitliches Freiheitsrecht und politische Gerechtigkeit, Würzburg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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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능한 한 자유를 최대범위에서 평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리인 것이다. 

오늘날 철학자 롤즈는 이를 그의 사회정의의 제1원리라 일컬으며 “모든 개인

은 다른 사람들의 같은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표현했다.31) 이 이른바 ‘최대평등의 

자유에 관한 원리’(principle of greatest equal liberty)는 오늘날 自由主義的 자

유원리의 표어로 통하고 있다. 일찍이 칸트는 “자유(다른 이의 강요적인 의사
로부터의 독립)란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다른 각자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한 각 인간에게 그 人間性(Menschheit) 때문에 귀속되는 유일하고 본

래적인 권리이다”라고 했다.32) 생각건대 최대평등의 자유원리는 자유로운 행

위만이 인간 모두의 소망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인간은 공동존재로서 자기결정적인 생활방식을 다른 동료에게도 똑같이 부

여하려고 한다는 樂觀的이고도 人道的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나
아가 누구도 불필요한 자유의 제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한

에서 이 자유주의적 공준은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33) 실로 칸트의(온갖 전율

스런 현대적 독재를 본 우리로서는 과장된 듯 보이나, 행복추구권의 철학적 

정당화도 제공한) 다음과 같은 말은 그 가장 강한 뒷받침인 것이다: “아무도 

나로 하여금 자기 방법대로(그가 다른 이의 복락에 대해 생각하는 바대로) 행

복하게끔 강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각자는 만약 그가 모든 각자의 자유와 
하나의 가능한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공존(양립)할 수 있는 다른 이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할 자유(다른 이의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행복을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호의(돌봄)의 원리(Prinzip des Wohl-

wollens)’ 위에 설립된 국가, 다시 말해서 국민이 무엇이 그들에게 참으로 이

롭고 해로운가를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로서 어떻게 행복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단지 국가수령(원수)의 판단만을, 그리고 그가 국민의 행복을 의욕 

하는가에 대해서도 그의 자비만을 기대하기 위해 단지 소극적으로만 처신하도

31) J. Rawls, A Theory of Justice, 개정판, Cambridge, Massachusetts 1999(1971), 
53쪽 참조.

32) I. Kant, 앞(주4)의 Metaphysik der Sitten, 43쪽.
33) 이 점 O. Weinberger, “Freiheit und die Trennung von Recht and Moral,” 

Worauf kann man sich noch berufen? ARSP, Beiheft 제29호, Stuttgart 1987 참조(지면
표시가 빠진 채 제록스된 논문이기에 몇 쪽에서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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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강요당하고 있는 後見主義的 국가(imperium paternale)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가장 나쁜-필자) 專制主義(국민의 모든 자유를 없앤, 그래서 어떠

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정치체)이다.”34)

Ⅴ

위에서 지적했듯이 자유는 그것이 어떻게 누려지든 자유 사이의 상호관련성

으로 인한 상호충돌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 사이에는 상호제한이 불가

피하게 된다. 오늘날 적극적 지지를 얻고 있는 모든 이에게 최대자유를 평등

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시민적 자유의 이념과 원리도 자유의 제한을 초극한 원

리는 아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콜러가 지적하듯이 사회질서는 각자의 최대

한의 사회적 자유가 타 각자의 마찬가지의 자유와 양립되는 범위로 모든 이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5) 그렇다면 그 제한의 조건과 규준은 
어떠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이에 대한 대답을 우선 칸트의 ‘法論’에서 찾는다. 칸트는 자유의 한

계설정과 규율을 바로 법의 원리와 기능으로 보았다. 이는 그의 표현을 달리한 

여러 법개념의 규정들에서 잘 나타나 있다: “법은 한 사람의 의사(자의)와 다른 

사람의 의사가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함께 결합(zusammen vereinigt)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36) “각 행위는 그 자체나 그 준칙에 있어 각자의 의사의 
자유가 모든 각자의 자유와 하나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공존(zusammen 

bestehen)할 수 있는 그런 것일 때 법적이다.”37) “법은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가능한 한에서 각자의 자유를 모든 각자의 자유와의 일치(Zusammenstim-

mung)라는 조건에서 제한하는 것이다.”38)

그러면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들이 과연 어떤 조건 밑에서 각

자의 자유는 다른 각자의 같은 자유와 일치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모두에게 

34) I. Kant, “Über den Gemeinspruch: Das mag in der Theorie richtig sein, taugt 
aber nicht für die Praxis,” I. Kant Werkausgabe 제11권, W. Weischedel(편), 
Frankfurt/M. 1978, 145-146쪽.

35) P. Koller, 앞(주14)의 둘째 , 125쪽 이하 참조.
36) I, Kant, 앞(주4)의 책, 34쪽 이하.
37) I. Kant, 위의 책, 35면.
38) I. Kant, 앞(주34)의 ,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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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야만 하며, 가능한 한의 

최대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범위에서 자유를 제한해야만 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인가는 좀더 검토해 보아

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칸트에서 법은 위의 법개념에서 보듯이 각 개인의 행동자유, 즉 ‘타인의 강

요적 의사로부터의 독립’을 그것이 다른 각자의 자유와 보편적인 법칙들에 따
라 공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제한하는 과제를 가졌다. 이런 법은 자신의 법칙

들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보편적 법칙에 반한 자유의 침해인 강제에 대해 강

제로써 대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또한 강제적이지 않을 수 없었

다. 그래서 “법은 강제할 권능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었다. 또 이는 “자유의 장

애의 저지”로서 보편적 법칙에 따른 자유와 일치하는 것이었다.39) 이렇게 볼 

때 칸트는 모든 이에게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자유의 제한이란 普遍

的이고 客觀的인 强制規則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 음이 밝혀진다. 

그리고 이 경우 규칙의 보편성(일반성) 때문에 각자는 평등한 범위에서 외적

인 강제규칙에 의해 제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강제가 없는 경우에

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형성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를 

또한 평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그런 규칙에 의해 모든 

이의 자유를 평등하게 제한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의 ‘必要條件’임에는 틀림없
다.40)

그런데 이러한 규칙을 통한 모든 이의 행동에 대한 평등한 제한만으로 정말 

모든 이는 평등하고 최대가능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일까. 그러나 위에

서 이미 지적한 것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보편적 강제규칙의 효력이 곧 평등

한 자유의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강제규

칙에 의해 모든 이의 자유를 균등하게 제한한다고 해서 사회적 자유의 조건인 

행동의 사회적 자원을 또한 모두가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한’ 자유란 각자가 재산, 소득, 학력, 지식 등과 같은 그런 자원들

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타 각자의 

그것과 양립되는 ‘최대한’의 자유도 역시 각자가 최대한으로 사회적 자원을 갖

39) I. Kant, 앞(주4)의 책, 36쪽 참조.
40) 이런 점은 P. Koller, 앞(주14)의 둘째 , 126쪽; R. Zippelius, 앞(주3)의 책, 182

쪽, 양화식 역, 법철학, 2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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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때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찰해 볼 때 보편적 규칙의 효력만으

로는 시민적 자유의 ‘充分條件’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41)

이 점은 다른 각자의 그것과 양립되는 각자의 최대한의 자유를 확보해 주기 

위해 또한 제한해야 하는 자유의 ‘범위’와 관련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칸트는 

그의 법개념이 표현하듯이 각자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들이 서로 ‘결합’, 

‘공존’, ‘일치’하는 정도에서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표현들의 
명확한 의미는 분명치 않지만 콜러가 지적하듯이 자유들이 상호 배척하는 관

계(모순관계)에 놓여있는 행위들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들은 상호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42) 그러면 이 ‘相互非排斥性의 규준’은 자유의 범위와 한

계에 대해 만족스런 대답을 주는 것인가. 생각건대 모두가 모든 물건에 대해 

소유하고 사용할 자유들을 갖는다면 이들 자유는 상호배척적인 행위들을 허용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들은 서로 양립 내지 일치될 수 없다. 이는 오직 보
편적인 배타적 권리의 규정을 통해 제한되지 않으면 이룩될 수 없다. 그것은 

이런 규정을 통해 각자가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면 상호배척적 행위를 할 수

는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준도 각자의 평등한 자유의 양립 내지 

일치를 위한, 다시 말해서 평등한 자유의 상당한 제한을 위한 ‘필요조건’은 되

지만 ‘충분조건’은 못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상호비배척성의 규준에서 보면 

자유롭게 행할 수 있으나,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의 제한이 불가피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큰 소음을 야기시켜 주

위를 괴롭히든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들이 이에 속한다.43)

따라서 우리는 자유의 제한에 대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게 된다. 이는 바로 칸트의 법철학에 기인되고 있다. 그는 “법이나 불법을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 규준”은 “경험적인 원리들을 버리고 판단의 원천을 순

수이성에서 찾을 때” 보인다고 했다.44) 그래서 그는 최대평등의 자유를 위한 
규준과 한계에 관해서 純形式的인 규준으로 일관했고, 그것을 인간의 기본적

인 욕구나 이해관계, 그리고 인간의 복락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41) 이런 지적도 특히 P. Koller, 위의 , 127쪽 참조.
42) 이런 해석은 P. Koller, 앞(주30)의 Theorie des Rechts 제1판, 1992, 303쪽; 앞

(주14)의 둘째 , 127쪽 참조.
43) 이런 지적은 P. Koller, 위의 책, 같은 면; 위의 , 128쪽 참조.
44) I. Kant, 앞(주4)의 책, 34쪽. 인용참조는 R. Zippelius, 앞(주3)의 책, 186쪽, 양

화식 역, 30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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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관련되는 여러 결과들을 수반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런 규준

이 만족스럽게 기능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45)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적 규준의 결함은 좀더 강하고 실질적인 그것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칸트가 그렇게 배격했던 공리주의 철학에서 찾

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의 유명한 ‘자유의 원리’가 그것이다. 이 원리가 말하
는 바는 “문명사회의 어느 구성원에 대해 그의 의사에 반해 강제를 합법적으

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 대해 가해지는 害惡(harms)을 

방지하는데 있다”는 것이다.46) 여기에서 오늘날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 

나아가 ‘相互非侵害의 규준’이라 일컫는 최대자유의 규준이 이끌어 내어진 것

이다. 즉 평등한 자유의 제한은 오직 그것이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갖

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하고 또 적합할 때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만 허용된

다는 규준이다. 사실 이것만큼 오늘날 많이 논급되는 것도 드물다.47)

그런데 이 원리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해악’(harm) 또는 ‘위해’를 어떻

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해악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너무 강한 규준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서 그럴 경우 너무 

광범위한 사회적 자유의 제한이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

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나면 자유라곤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
을 그렇게 강한 의미로 이해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에 반해 부정적인 결과

가 그야말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침해 내지 해악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면, 여기에는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상당한’ 침해는 언제 존재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악의 원리, 나아가 상호비침

45) 이런 지적은 P. Koller, 앞(주14)의 둘째 , 129쪽. 더욱 자세히는 그의 “Zur 
Kritik der Kantischen Konzeption von Freiheit und Gerechtigkeit,”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analytischen Philosophie, Festschrift für R. Haller, Wien 1989, 54-69
쪽(61쪽 이하) 참조.

46) J.S. Mill, 앞(주2)의 “On Liberty”, 73쪽, /김형철 옮김, 자유론, 서광사, 1992, 
23쪽. /이극찬 역, 앞(주1)의 통치론/자유론, 247쪽에서는 ‘harm’을 ‘위해(危害)’로 옮
기고 있다. 이미 불란서 인권선언 제5조는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할 권
리를 갖는다’고 선언했었다(成樂寅, 앞(주29)의 책, 부록, 908, 938쪽). 자세한 설명은 J. 
Feinberg, 앞(주14)의 책, 25쪽 이하 참조.

47) 이 원리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점 우선 졸저 法
哲學Ⅰ, 법문사, 129쪽 이하 참조. 자세하게는 H.L.A. Hart, Law, Liberty and Morality, 
Oxford 1968(1963), 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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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규준은 아무런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규준도 최대한의 자

유를 규정하기 위한 결정적 규준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사실 이 원리 내지 규준이 말하는 바는 모든 이의 평등한 자유는 

그 행사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떠한 또는 적어도 상당한’ 해악 내지 침

해도 가해지지 않을 때에는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일 뿐이다.48)

이처럼 의 ‘자유의 원리’, 다시 말해서 ‘해악의 원리’, ‘비침해의 규준’도 칸
트의 형식적인 ‘비배척성의 규준’이 갖는 결함을 말끔히 보완하지는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요즈음 콜러는 현대의 결과주의적 윤리이론의 

향 하에 의 원리를 좀더 구체화하여 ‘結果考量(Folgenabwägung)의 규준’, 또

는 ‘費用最小化의 규준’을 주창하고 있다. 콜러는 모든 이의 최대자유의 범위

는 어떤 일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유의 결과와 그 자유의 제한의 

결과를 관계당사자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균등하게 고려하는 보편적이고 불편

부당한 입장에서 고량함으로써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49) 그리고 그는 자유

이든 그 제한이든 그것의 결과에는 긍정적인 것(이득)과 부정적인 것(비용)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면서 최대자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考量의 규칙

(Abwägungsregel), 즉 “일정한 행위를 임의로 수행할 각자의 자유가 다른 이에

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경우, 그 자유는 그런 행위를 임의로 수행할 일

반적 자유의 부정적인 결과와 이 자유의 제한이 갖는 부정적인 결과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즉 균등하게 되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50) 그리고 이 경우 부정적인 결과(비용)가 최소가 되므로 

이를 ‘費用最小化의 규준’으로 부르고 있다. 어쨌든 이 규준에 따라서 보면 사

회적 정치적 자유는 인간의 행위자유의 부정적 결과가 자유의 제한의 부정적 

결과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로 각자의 행동자유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규칙에 

의해 제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생각건대 이러한 고량의 규준은 콜러 스스로 주장하듯이 평등자유의 최대범

48) 이런 지적은 R.P. Wolff, The Poverty of Liberalism, Boston 1968, 여기서의 참
조는 P. Koller, 앞(주14)의 둘째 , 129-130쪽 참조.

49) P. Koller, 앞(주30)의 Theorie des Rechts 제1판, 304쪽. 일반적으로는 J. 
Feinberg, “The Interest of Liberty on the Scales(1978),” Rights, Justice and the Bounds 
of Liberty, Princeton/New Jersey, 1980, 30-44쪽 참조.

50) 맨 처음은 앞(주14)의 첫째 , 91쪽, 둘째 , 130쪽 이하, 그리고 위의 책, 같
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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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어느 때고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기계적 방법은 아니나, 첫째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각 규율의 예상된 결과가 확실하고, 둘째로 이러한 결

과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유와 그 제한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해 

의견의 일치가 존재하고, 셋째로 그 평가가 어느 한 쪽의 다른 쪽에 대한 두

드러진 우세를, 즉 자유의 자유제한에 대한 또는 자유제한의 자유에 대한 그

런 우세를 판정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명백한 결론을 얻게 할 것

이다.51) 그래서 불편부당한 시각에서 보아 일정한 행위를 임의로 수행할 일반

적인 자유의 부정적 결과가 그런 자유의 제한의 부정적 결과를 단연 능가할 

경우, 예컨대 살인, 상해, 강도, 절도, 사기 등의 경우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을 처벌할 근거는 충분히 있으며, 반대로 어떤 자유의 제한의 부정적 

결과가 그런 자유의 일반적 행사의 부정적 결과보다 명백히 나쁠 경우 각자는 

그런 자유를 누릴 도덕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질서는 이를 모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훌륭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런 자유들은 이른바 ‘基本的 

自由’, 즉 ‘人權’들이다. 예컨대 인격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사상,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치적 자유, 나아가 경제적 자유(소유권 

및 계약의 자유) 등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52)

그러나 위에서 든 세 개의 전제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시민적 자유의 올

바른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는 명백한 일치를 보기란 사실 어렵다. 그러한 한
은 고량의 규칙도 의견의 일치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콜러도 

강조하듯이 사회적 자유의 최대범위와 한계를 ‘合理的으로’ 규정 지우려는 시

각에서 보면, 그것의 결과를 고량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53) 

물론 이때 고량의 구체적 결론은 끝내는 오늘날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理性의 포럼’에서의 논의와 담론을 통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

에서도 고량의 규준은 계속 합리적 논의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54) 이상
의 고찰을 토대로 해볼 때 자유의 한계는 비배척성의 원리, 비침해의 원리(해

51) P. Koller, 앞(주14)의 둘째 , 133쪽.
52) 이런 주장도 P. Koller, 앞(주30)의 책, 304-305쪽 참조.
53) P. Koller, 앞(주14)의 둘째 , 132-133쪽.
54) ‘이성의 포럼’과 관련해서는 I. Tammelo, Theorie der Gerechtigkeit, Freiburg/ 

Br.․München 1977, 105쪽 이하; 카임 페를만/심헌섭 외 역, 法과 正義의 哲學, 종로서
적 1986, 124쪽 이하(특히 132-137쪽) 참조, 그리고 R.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제2판, Frankfurt/M. 1991(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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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원리), 결과고량의 원리, 그리고 이성적 논의의 합동작용으로 그어져야 

할 과제라고 결론지어야 하겠다.

Ⅵ

이상으로 법가치로서의 자유에 대해 그 의미, 그 바람직한 분배원리, 그리고 

그 한계설정의 규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끝으로 자유라는 법가치 
자체의 위상에 대해 약간 언급하여야 하겠다. 사실 법은 법목적, 법가치의 실

현을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어떤 법가치, 특히 평화나 자유는 오히려 법을 그 

‘존재의 조건’으로 삼는다. 그것은 이들이 그 자체 일정한 확고한 규준 내지 

공준을 갖고 있지 못한데 기인된 것 같다. 이리하여 법이 오히려 이들 가치의 

일반적 법칙 내지 조건이 되는 것이다. 홉스에서의 평화와 법, 칸트에서의 자

유와 법이 그러했던 것이다. 이들에서 평화와 자유는 모두 ‘법적으로 보호된 
역의 존재’로 특징 지워졌다. 이러한 한 평화와 자유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는 알버트가 지적하듯이 자유의 이념(가치)이 ‘자유의 크기’와 관련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최대한의 행동가능성의 역을 법적으로 보호

해 주려는데 있다고 해야 하겠다.55) 바로 칸트의 법개념이 그러하다. 그에 있

어서 법은 위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인 강제법칙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외적 행

동자유를 그 상호적 양립가능성의 한계로 제한하면서 한 사람의 최대한의 자

유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자유와 공존케 하는 사회생활의 질서 체제를 

의미했다. 이러한 법의 파악은 콜러도 지적하듯이 그 規範的 성격 때문에 ‘경

험적’인 현상으로서의 실정법의 정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라는 근세 이후의 정치적 자유의 규범적 표상을 총괄해 표현한 ‘질서 지

워진 자유’로서의 倫理的 법관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56)

이렇게 보면 최대평등의 자유원리는 법의 존재조건을 넘어 법가치로서의 자

유가 갖는 ‘규범적 규준과 공준’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55) H. Albert, Das Ideal der Freiheit und das Problem der sozialen Ordnung, 
Freiburg/Br. 1994, 44쪽.

56) P. Koller, 앞(주45)의 “Zur Kritik”, 55쪽. 또 W. Kersting, Wohlgeordnete Freiheit, 
Frankfurt/ M. 1993(1984) 참조.



2001. 12.] 法과 自由 21

라서 법가치로서의 자유를 말함은 바로 이 원리를 논함이라고 하겠다. 그만큼 

이 원리의 위상에 대한 ‘상당한’ 인식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에 대

해서는 한편 그 발상의 근원을 사회학적으로 따져 사람은 날 때부터 그야말로 

‘로서의 존재’로 태어나 신분, 계층, 부, 기회 등에 차이가 있어 자유롭고 평등

하다는 상정 내지 가설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57) 그러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바로 루소의 다음과 같은 말, 즉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 인간은 본래 평등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혹자는 노예로 또 다른 사람은 

지배자로 태어난다고 말한 바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그는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했다”는 말을 또한 상기해야 하겠다.58)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적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가졌던들 그렇게 생각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런 상정이 사실주장이 아니라 인간의 규

범적 표상, 다시 말해서 사회질서의 정당화와 비판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는 
하나의 도덕적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런 비판 자체가 잘못되

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다른 한편 롤즈는 반대로 최대평등의 자유원리를 위에서처럼 표현하

면서 그의 정의의 제1원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유는 오로지 자

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이에는 두 경우가 있는 바 (a) 보다 적은 자유

는 모든 이가 향유하는 전체적 자유의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며, (b) 보
다 불평등한 자유는 보다 적은 자유를 가진 시민들에 수락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자유의 최우선 규칙을 확정하면서, 최대평등의 자유원리를(물론 

자유원리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다른 어떠한 사회이상, 예컨대 

경제적 이득, 경제적 정의,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고 절

대우선시한다.59)

그러면 이러한 자유원리의 絶對的 設定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사실 롤즈의 자유원리는 칸트의 법원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법칙으로 타당

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는 무제약적인 定言命令에 유추해서 도출된 

57) 유명한 정치철학자 M. Walzer도 저 지난해 철학회 초청으로 한국에서 행한 강
연에서, 모두에서 언급한 루소의 유명한 말과 관련하여 이런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
난다.

58) J.-J. Rousseau, 앞(주12)의 Du Contrat social, 237쪽/이환 역, 앞(주12)의 사회
계약론, 7-8쪽.

59) J. Rawls, 앞(주31)의 책, 132쪽,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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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60) 그것은 자유와 정의(정당성)가 합일된 도덕적 요구이었다. 말하자면 

정당한 자유의 원리이다. 그래서 그 절대적 설정은 이해가 간다. 더욱이 그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제외하고 있으니 칸트처럼 선험적이고 순수이성적 공준

인 자유는 일체의 경험적인 욕구에 아랑곳하지 않아야 하니깐 말이다. 그러나 

이런 설정은 ‘적극적으로는’ 내적 및 외적 동요로 버티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자유는 그 자체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자유들의 뭉치이다. 자유를 ‘하나의 실
체’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 자유의 요구들은 또 서로 충돌한다. 이의 

한계를 긋는 일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완벽할 수 없다. 어쨌든 이러한 자기 

안에서의 內戰은 그 원리의 절대화로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격렬해질 것이다. 

예컨대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의 절대화를 상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에 자유 이외의 다른 가치들에 의한 자유원리의 통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

다.61)

이리하여 자유의 가치는 밖으로 자기와 마찬가지로 ‘극대화’를 지향하면서 

경쟁․병존하는 다른 가치들과 부딪치게 된다. 이들 가치들과의 관계에서 요

구되는 것은 절대설정이 아니라 共同支配이다. 실로 가치질서의 꼭대기는 어

느 가치 하나만이 자리잡는 첨탑(尖塔)이 아니라 여러 최고가치들이 상호 제

한되면서 병존하는 공동지배의 고원인 것이다. 실로 탐멜로의 다음과 같은 말

은 명언이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필요한 만큼의 정의, 평등 그리고 
평화 없이는 결코 없다. 진정한 정의는 필요한 만큼의 평등, 자유 그리고 평화 

없이는 그리고 진정한 평등은 필요한 만큼의 평화, 정의 그리고 자유 없이는 

결코 없다.”62) 그리고 물론 진정한 평화도 필요한 만큼의 정의, 자유 그리고 

평등 없이는 결코 없을 것이다.

60) J. Rawls, 위의 책, 222쪽 참조. 롤즈는 물론 정언명령이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
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행위원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정의원리와의 유사

성을 지적한다.
61) 이 점과 관련해서는 O. Weinberger, “Begründung und Illusion, Erkenntnis-

kritische Gedanken zu John Rawls' Theorie der Gerechtigkeit(1977),” Logische Analyse 
in der Jurisprudenz, Berlin 1979, 208쪽 이하 참조; 또 그의 “Information and Human 
Liberty,” Ratio Juris 제9권 제3호, 1996, 248-257(255)쪽 참조; 또 H.L.A. Hart, “Rawls 
on Liberty and Its Priority(1973),” 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xford 
1983, 223-247쪽 참조.

62) I. Tammelo, “Friede als Rechtswert,” Europäisches Rechtsdenke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Festschift für H. Coing 제1권, München 1982, 681-689(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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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최고 가치들은 ‘規範的 自己制限’의 미덕을 지녀야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도 자기제한, 다시 말해서 타자배려의 어느 정도가 ‘필요한 만큼’

인지에 대해 말해 주고 있지 않고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규제적 의미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여튼 저 법가치의 고원에 인간존엄의 이상도 높게 자

리잡고 있고, 또 이른바 ‘열린 사회’를 위한 사회공학적 기획이 더욱 확고해 

지고 있는 한 최대평등의 자유원리에 대한 전적인 무시는 하나의 절대악과 같

은 것이다. 마치 초개인주의적 입장에서든 초인격주의적 입장에서든 인권의 

전적인 부인은 절대적으로 부정당한 법인 것처럼 말이다(라드브루흐). 따라서 

자유원리의 절대적 설정은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그 간과

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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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w and Liberty
― A Study on the Liberty as the Value of Law―

Hun Sup, Shim
*

63)

In law the liberty is no less highly aspired as its value than the value of 

peace or justice. The legal order without any regard to freedom is regarded as 
a kind of suppression. Liberty is the bulwark as well as the cause of the rule 

of law. This article tackles with four important problems of legal liberty.

The first problem concerns the concept of liberty. There are many 

conceptions of freedom(ancient and modern, republican and liberal, negative 

and positive, democratic and idealistic, formal and material, etc). But they are 

families of ideas held together by a family resemblance among them. The full 
concept of liberty must also draw on all sides of its main conceptions. So the 

liberty must mean that the people must live under social arrangements that he 

has helped to make, and he must enjoy an extensive sphere of activity within 

which he is free from external and internal constraints, and he must decide 

himself how he is to live.

The second problem i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legal 
freedom. The freedom like other legal values is not enough, but scarce. 

Therefore we must think about how freedom should be distributed among 

individuals, and to what extent they should be free. With regard to this 

problem the thinkers of western enlightenment thought that all men are born 

as free and equal beings and, therefore, that nobody by nature is subject to 

another person. This conception of liberty is in fact a normative one that all 
people should enjoy equal liberty and that everyone should get the greatest 

equal liberty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same freedom for all others. The 

best known formulation of the principle is Kant's normative definition of ‘the 

* Emeritus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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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right is limitation of each person's freedom so that it is compatible 

with the freedom of everyone in so far this is possible in accord with a 

universal law.” We would accept this principle as postulate of legal liberty so 

far as we do want to live in humane modern society, not tribal and feudal.

The third problem concerns the extent and limits of freedom. The liberties 

of people are interrelated and often come into conflict with each o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liberties of people. What is then the 

criterion of limiting the liberty? It seems clear that the above formulation of 

Kant plays not only the role of distribution principle of liberty, but also 

provides a criterion of limiting the liberty. It restricts individual actions only if 

they are not compatible with each other, i. e. they are mutually exclusive. But 

there are many human actions which are to be limited, not because they are 
mutually exclusive, but because they have undesirable negative consequences. 

Therefore the formal criterion of compatibility of individual freedom fails to 

provide an acceptable one for determining the extent of greatest equal liberty. 

Then we would think that J. S. Mill's principle of liberty, i. e. harm principle 

could be a supplementary one which completes formal principle of Kant. The 

practicability of Mill's principle depend upon the clarification of meaning of 
harm. But there is no clear line of demarcation between harmful and not 

harmful actions. This principle says only that the human action which does 

not harm others considerably ought not to be limited. In this situation Koller 

proposed a more concrete criterion of weighing all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human action from a general and impartial point of view. 

This criterion will allow human action until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its 
permission balance the undesirable consequences of its restriction. But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consequentialist principle for 

determining the extent of greatest equal liberty is burdened with considerable 

difficulties with regard to the empirical information and the evaluation about 

the consequences of human action. For this reason there must be at last a 

forum of reason in which limits of freedom ought to be decided according to 
rational argumentation. So we must conclude that the limits of liberty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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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the above four criteria(Kant's principle 

of non- exclusiveness, Mill's harm principle, the principle of weighing the 

consequences, the principle of rational argumentation).

The fourth problem of this article concerns the place of liberty as legal 

value in law. The law is means to realize the ends and values of law. The 

above principle of equal liberty constitutes the content of liberty as legal 
value. One will maintain that this principle should have the place of the 

absolute priority within legal values. But this assertion does not sound 

plausible. Liberty is a bundle of liberties which often conflict with each other.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liberty is conceptually somewhat vague. What is 

required in the realm of legal values is not the absolute priority of one of 

them, but the condominium of them all together. The very meaning of such 
absolute positing lies not in its positive sense, but in its negative sense that 

the total renouncement of liberty principle is to be treated as a kind of 

absolute 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