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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英國의 1998년 人權法(Human Rights Act 1998)이 
私法關係에 미치는 영향*

尹 眞 秀**

1)2)

Ⅰ. 序論

英國은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1689년의 권리장전 등의 예에서 보는 것처

럼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은 成

文憲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基本權의 보장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議會主權

(parliamentary sovereignty)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 즉 위헌법률심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 하여도 사법

부 내지 헌법재판소와 같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는 기관이 그 법률이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국

에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다른 어떤 기관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에서도 기본권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

었다. 즉 국도 가입한 1950년의 유럽人權協約(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1)은 기본적인 인권을 열거하고,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을 설치하여2)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 으나 국내법에 의한 구

* 이 은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의 2000년도 국제지역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이 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지적을 하여 주신 서

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안경환, 한인섭, 조국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1) 정식 명칭은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이다. 정인섭 편역, 국제인권조약집, 서울, 사람생각, 2000, 414면 이하에 번역

문 및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2) 현재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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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구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국은 의회주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으로 수

용하지 않았기 때문에,3) 위 유럽인권협약을 국의 법원이 재판규범으로 적용

할 수는 없었다. 물론 국의 법원도 재판을 함에 있어서 유럽인권협약을 고

려하여 되도록 국의 법률을 유럽인권협약에 부합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기

는 하 지만, 결과적으로 유럽인권법원이 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 다고 

판시한 예가 50건에 이르러,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어느 체약국보다도 높은 

비율에 이르 다.4)

이러한 배경하에서 1993년부터 당시 야당이던 노동당에서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 고, 1997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

하여 정권을 잡게 되자,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1997. 10.에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인 Human 

Rights Bill이 그 白書인 “Rights Brought Home”과 함께 발간되어,5) 의회의 심

의를 거친 끝에 1998. 11. 9.에 “Human Rights Act 1998”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2000. 10. 2.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6)

이러한 1998년 人權法(이하에서는 “HRA”라고만 표시한다)이 시행되게 된 

것은 국의 법체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를 

둘러싸고 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HRA가 

3) S. Greer, “A Guide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1999) 24 European Law 
Review pp.3f.

4) Greer(註3), p.5 참조.
5) 白書, “Rights Brought Home”은 예컨대 J. Wadham & H. Mountfield, 

Blackstone's Guide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2nd ed., Blackstone Press Limited, 
London, 2000, pp.204ff.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법률을 Lord Chancellor로서 의회에 

제출한 Lord Irvine of Lairg의 논문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Britain 
under an Incorporated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98) P.L., pp.221ff. 참조.

6) 이 법의 성립경위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룬 많은 문헌들이 언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Greer(註3). pp.3ff.를 참조하 다. 또한 Human Rights Act 1998에 관하여 언

급하고 있는 국내의 문헌으로는 이정선, “1972년 유럽공동체법과 1998년 인권법이 

국의 의회주권에 미친 향”, 법학연구 제7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91면 이하가 

있다. 독일에서의 이에 대한 소개로는 J. Rivers, “Menschenrechtsschutz im Vereinigten 
Königreich,” JZ 2001, S.127ff. 참조. 그리고 1998년 人權法이 公法과 私法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D. Oliver, “The Human Rights Act and Public 
Law/Private Law Divides,” (2000) E.H.R.L.R. pp.343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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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法關係 내지 普通法(common law)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은 이 문제에 관하여 국에서 벌어진 논쟁 및 그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基本權의 제3

자적 효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국에서의 논의는 우리 법상의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술의 순서로서는 우선 HRA의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爭點의 소재를 밝힌다. 이어서 입법단계에서의 논의와 이 법 공포 후의 논쟁

을 소개한다. 이어서 이 문제를 다룬 판례 두 개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爭點의 所在

1. HRA의 중요한 내용

HRA가 사법관계에 미치는 향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HRA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HRA는 우선 제1조에서 국법으로 수용할 유럽인권협약상의 자유와 권리

를 “協約上의 權利(Convention Rights)”라고 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유럽인권

협약 제2조에서 제12조까지 및 제14조,7) 제1의정서(The First Protocol) 제1조

에서 제3조8) 및 제6의정서(The Sixth Protocol) 제1조, 제2조9)에서 규정한 자

유와 권리가 국법으로 수용될 협약상의 권리이다.

또한 제2조 제1항은 협약상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재판함에 있어

7) 이 권리들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생명권(Right to life), 제3조: 고문의 금지(Prohibition of torture), 제4조: 노

예 강제노동의 금지(Prohibition of slavery and forced labour), 제5조: 신체의 자유와 안

전에 대한 권리(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fair trial), 제7조: 죄형법정주의(No punishment without law),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

활을 존중받을 권리(Right to respect privacy and family life), 제9조: 사상․양심․종교

의 자유(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제10조: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제1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제12
조: 혼인의 자유(Right to marry), 제14조: 차별의 금지(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8) 제1조: 재산권의 보호(Protection of property), 제2조: 교육을 받을 권리(Right to 
education), 제3조: 자유로운 선거의 권리(Right to free elections).

9) 제1조: 사형의 폐지(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제2조: 戰時의 사형(Death 
penalty in time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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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유럽인권법원 위원회(Commission)의 의견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는 제1차적 立法(primary legislation)10)과 종속적 입법(subordinate 

legislation)11)은 가능한 한 협약상의 권리와 합치되는(compatible) 방식으로 해

석되고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제4조는 High Court 이상의 심급의 법원은, 제1차적 입법의 어느 조

항이 협약상의 권리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不合致宣言(declaration 

of incompatibility)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2) 이 불합치선언은 불합치선언된 

조항의 효력, 계속적 작용 내지 집행에 향을 주지 않으며, 불합치선언이 이루

어진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없다. 다만 제10조는 정부의 장관은 강력

한 이유가 있는 한 명령(order, remedial order)에 의하여 불합치선언된 입법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3) 이는 의회주권의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기본권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협책의 결과이다.14)

다른 한편 제6조는 公權力의 主體(a public authority)가 협약상의 권리와 합

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주체

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기구(court or tribunal) 및 그 기능의 일부가 公的인 성

격을 가지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에 이 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는 제12조가 있다. 동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제수단15)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즉 구제를 청구하는 자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법원은 구제를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위한 모든 실제적

인 절차를 다 밟았거나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러한 구제를 허용하여서는 안 되고(제2항), 법원이 청구인이 출판이 

10) 이는 전형적으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Acts of Parliament)을 의미하나 반드시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David Feldman, “The Human Rights Act 1998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1999) Legal Studies, pp.181ff. 참조.

11) 이는 행정부 등이 제정하는 법규범, 즉 우리 법상의 命令과 같은 것을 말한다.
12) 제5조에 의하면 이 불합치선언을 하기 전에 법원은 국왕에게 통고를 하여야 하

고, 국왕이 통고를 받으면 장관 등이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13) 그에 관하여는 HRA 부록 2(schedule 2)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4)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Feldman(註10), pp.165ff. 참조.
15) 이는 주로 기사 등의 출판을 금지하는, 一方 당사자(신청인)만을 심문하고 발하

는 留止命令(ex parte injunction)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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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 전에 출판을 금지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허용하여서는 안 되며(제3항),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협약상의 권리의 중요성을 특별히 존중하여야 하고, 재판이 언론이나 문

학적 또는 예술적 자료에 관한 것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하거나 법원에게 그와 

같이 보일 때에는 그 자료가 공중에게 도달되었거나 도달될 수 있는 정도 및 

그 출판이 가지는 공적 이익을 특별히 존중하고, 관련된 프라이버시 章典

(Privacy code)16)도 존중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원안

에는 없었는데 의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되었다.17)

2. 爭點의 所在 및 基本的 槪念

HRA는 제6조에서 公權力의 主體(a public authority)가 협약상의 권리와 합

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규정할 뿐이고, 私人에 대하

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얼핏보면 HRA는 사법관계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HRA 제

6조는 공권력의 주체에 법원과 행정심판기구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가령 私

人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협약상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제3조는 법률은 가능한 한 협약

상의 권리와 합치되는(compatible) 방식으로 해석되고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문법인 普通法(common law)18)에도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HRA 제12조는 私人간의 분쟁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문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국에서의 논쟁은 이러한 조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 개념에 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에서는 HRA의 조항이 공권력의 주체와 사인 상호간에만 문제될 때에는 

이를 垂直性(verticality)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효과를 垂直效(vertical effect)라
고 부른다. 반면 HRA의 조항이 사인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水平性(horizontality)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효과를 水平效(horizontal effect)라고 

16) 이는 특히 言論苦衷處理委員會(The Press Complaint Commission)의 章典을 염

두에 둔 것이다. Wadham & Mountfield(註5), p.60 참조.
17) 아래 註29) 참조.
18) 이하에서 말하는 보통법에는 衡平法(Equity)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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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그러므로 HRA가 사법관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HRA에 垂直效뿐만 아니라 水平效도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水平效를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水平效가 그 정도에 있어서 

공권력의 주체와 私人간에서 적용되는 垂直效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인정된다

고 볼 것인가, 아니면 垂直效보다는 약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가에 관하여도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전자의 입장을 완전한 水平效

(full horizontal effect) 또는 直接的 水平效(direct horizontal effect)라고 부르고, 

후자의 입장을 制限的 水平效(constrained horizontal effect) 또는 間接的 水平

效(indirect horizontal effect)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별은 독일이나 우리나라에

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권의 사인간에 있어서의 직접적용설 및 간접적용설의 

구별과 유사한 것이다.19) 또한 제한적 내지 間接的 수평적 효과를 인정하더라

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갈라진다.20)

19) 실제로 국에서도 HRA의 사법적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Drittwirkung)에 관한 논의가 많이 소개되고 참고되고 있다. 예컨대 B. 
Markesinis,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Horizontal Effect of the Human 
Rights Bill: Lessons from Germany,” (1999) 115 L.Q.R. pp.47ff.; R. Brinktrine, “The 
Horizontal Effect of Human Rights In German Constitutional Law: The British Debate 
on Horizontality and the possible Role Model of the German Doctrine of Mittelbare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2001) E.H.R.L.R., pp.421ff. 참조.

20) Leigh는 水平性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가 아직

까지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으나, 水平性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한다.
첫째, 直接的 法規的 水平性(direct statutory horizontality): 사인간에 적용되는 법규

라 하여도 해석상으로는 유럽인권협약에 합치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
둘째, 公的 責任 水平性(public liability horizontality): 유럽인권협약상의 기구에 의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인이나 개인이 인권법의 목적을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로 

다루어지는 것.
셋째, 介在的 水平性(intermediate horizontality): 공권력의 주체가 사인이 다른 사인

에 의하여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권법 

제6조는 공권력의 주체가 개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
넷째, 救濟的 水平性(remedial horizontality): 私的 訴訟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法官

이 협약에 합치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
다섯째, 間接的 水平性(indirect horizontality): 유럽인권협약이 私人 사이에 적용되는 

보통법의 일반적인 발전에 있어서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여섯째, 완전한 내지 直接的 水平性(full or direct type of horizontality): 법원을 공

권력의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私法上의 보통법 소송에서 협약상의 권리에 수평

적 효과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Leigh 자신은 이러한 완전한 水平性은 인정되지 않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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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立法過程에서의 論議

국 貴族院(House of Lords)은 1992년의 Pepper v. Hart 판결21)에서, 법률

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과정에서의 의회의 자료를 참조할 수 없다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입법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하거나 그 문자적 의미가 모순을 

가져올 때에는, 의회의 자료가 법안을 제안한 장관이나 그밖의 제안자의 진술

이고, 그것이 명확한 한 이를 참조할 수 있다고 판시하 다. 그러므로 HRA가 

사법관계에도 향을 미치는가를 따져보기 위하여는 우선 입법과정에서의 논

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위 HRA의 白書인 “Rights Brought Home”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

다. 그리고 Lord Chancellor22)로서 이 법안을 의회에 제안한 Lord Irvine of 

Lairg가 제안 취지를 설명한 논문에도 이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여기서는 인권법이 보통법과 같은 다른 법분야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

고 하면서, 이를 엎지르기 효과(spillover effect)라고 부르고 있다.23)

그러나 의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몇 군데 눈에 뜨인

다.24)

우선 1997. 11. 3. 인권법안의 貴族院 제2讀會(second reading)에서 Lord 

Chancellor는 제6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제6조는 공권력의 주체가 협약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위법으

로 만들고 있습니다. … 우리는 먼저 이러한 종류의 규정은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오직 공권력의 주체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하고, 私人에 대하여는 적용

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 습니다. 이는 사건을 스트라스부르의 협약 기구에 

I. Leigh, “Horizontal Rights, the Human Rights Act and Privacy: Lessons from the 
Commonwealth?,” (1999) 48 I.C.L.Q. pp.75ff.

21) [1993] A.C. 593.
22) Lord Chancellor는 貴族院의 의장, 내각의 각료(장관), 法院의 首長 등 여러 가

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위 Pepper v. Hart 판결의 기준

에 비추어 볼 때에는 HRA을 제안한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23) Lord Irvine of Lairg(註5), pp.229f.
24) 인권법안의 의회에서의 심의과정을 수록한 별도의 단행본이 있다. J. Cooper 

and A. Marshall-Williams(ed.), Legislating for Human Rights,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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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는 장치를 반 한 것입니다. 협약은 사람들을 사인의 행동으로부터 보호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욕구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6조는 전혀 공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조직들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25)

이러한 설명만을 본다면 Lord Chancellor는 垂直效만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1997. 11. 24.의 귀족원에서의 토론을 보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날 귀족원 의원으로 言論苦衷處理委員會(The Press Complaint Commission)의 

위원장이기도 한 Lord Wakeham은, 제6조 제2항에, 공권력의 주체가 법원 또는 

행정심판기구이고, 재판의 당사자들이 공권력의 주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에는 공권력의 주체는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제출하 다.26) 이는 명백하게 인권법의 수평적 효

과를 배제할 것을 의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Lord Chancellor는 반대의견을 표명하 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우리는 또한 법원은 다른 일방이 공권력의 주체인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들간의 사건을 다루는 보통법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협약과 합치되게 행동하여

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리상의 문제로서 맞다고 믿습니다. 법원이 왜 그

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 법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간의 사

건에서 협약의 고려를 전혀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어야 할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실용적

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귀하고 박식한 Wilberforce 경이 지적하 듯

이,27) 법원은 이미 협약상의 고려가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으며, 나는 법원이 보

통법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는 점과, 협약을 그와 같이 사

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3

25) House of Lords Debate, vol. 582, 3 Nov 1997: Column 1231, 1232. 국 귀족

원의 토론 내용은 인터넷으로 국 귀족원 회의록(Hansard)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인터넷 주소 http://www.parliament.the-stationery-office.co.uk/pa/ld/ldhansrd.htm).
26) House of Lords Debate, vol. 582, 24 Nov 1997: Column 771-772.
27) Wilberforce 경은 1964년에서 1982년까지 국 귀족원의 대법관(Law Lord)이었

으며, 귀족원의 의원으로서 Lord Wakeham에 뒤이어서 인권법안 제6조가 공권력의 주

체에 법원을 포함시키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 House of Lords Debate, vol. 
582, 24 Nov 1997: Column 781-7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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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법원이 법원에 제소된 모든 사건에서 입법을 협약상의 권리와 가능한 최대

한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8)

이러한 Lord Chancellor의 설명에 의하면 법원은 사인간의 분쟁에 적용되는 

보통법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유럽인권협약 내지 HRA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29)

Ⅳ. 水平效에 관한 論爭

HRA가 수평적 효과를 가지는가, 가진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에 관하여 국에서는 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서는 

그러한 논쟁 가운데 주로 Wade와 Buxton 사이의 논쟁과, Hunt와 Phillipson 

사이의 논쟁을 소개한다. 이들의 논쟁을 살펴보면 대체로 문제의 주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간단히 소

개한다.

1. Wade와 Buxton 사이의 논쟁

이 문제에 관하여 논쟁의 불씨를 당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인 

William Wade이다. 그는 아직 인권법이 공포되기도 전인 1998. 3. 26. 이 문

제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 이를 논문으로 공간하 다.30) 여기서 그는 인권법에 

28) House of Lords Debate, vol. 582, 24 Nov 1997: Column 783. Lord Wakeham
은 Lord Chancellor의 권고에 따라 자신의 수정안을 철회하 다. Column 787. Lord 
Chancellor는 상원에서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을 바로 그 직후인 1997. 11. 28. 개최된 

제3차 Clifford Chance Conference의 개회 연설에서 표명하 다. Lord Chancellor, 
Opening Adress, in: B. S. Markenisis(ed.),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Bill on 
English Law, Clarendon Press Oxford, Oxford New York, 1998, p.12 참조.

29) 또한 당시의 내무장관(Home Secretary)이었던 Straw는, 1998. 2. 16. 하원(House 
of Commons)의 제2독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조정하

기 위하여 言論苦衷處理委員會의 위원장인 Lord Wakeham과 의논한 끝에 후에 HRA 제
12조가 된 개정안을 삽입하겠다고 설명하 다. House of Commons Debate, 16 Feb 
1998: Column 772ff.(이는 인터넷으로 하원 회의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parliament.the-stationery-office.co.uk/pa/cm199798/cmhansrd/vo980216/debindx/
80216-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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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수평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 다. 이에 대하여 抗訴法院(Court of 

Appeal)의 판사인 Buxton은 수평적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 다.31) 그러자 

Wade 교수는 다시 이에 대하여 반론을 펼쳤다.32)

가. Wade의 최초 주장33)

Wade 교수는, 人權法案34)은 그 문면만으로 볼 때에는 공권력의 주체를 대

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유럽인권협약의 원래의 목적은 나찌 독일과 같은 

정부의 再來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법안이 정부 당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垂直效뿐만 

아니라 水平效도 가지는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귀족원에서의 심의 

과정35)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Wade는 법안 제6조가 법원 또는 행정심판기구가 공권력의 주체에 

포함되고, 公權力의 主體가 협약상의 권리와 합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

는 것은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원은 협약상의 권리가 문제

되는 어떤 사건에서도 이러한 협약상의 권리를 준수하지 않고는 적법하게 재

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법원은 협약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제2조에 따라 스트라스부르의 기구(법원 및 위원회)의 

판례법과 법리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의 적용을 공권력

의 주체에 대하여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한다. 그리

하여 자신으로서는 제6조가 별표 1에 규정된 인권을 모든 재판에서 마찬가지

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회피할 아무런 길을 찾지 

못하 다고 한다.
예컨대 망원렌즈를 가진 파파라초(paparazzo)가, 보통의 가옥 보유자의 집에

30) W. Wade, “Human Rights and the Judiciary,” (1998) E.H.R.L.R., pp.520ff. Wade 
교수는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Practice and Principles(Cambridge 
Center for Public Law, 1998)이라는 책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하나 책을 구하지 

못하 다.
31) R. Buxton, “The Human Rights Act and Private Law,” (2000) 116 L.Q.R. pp.48ff.
32) W. Wade, “Horizons of Horizontality,” (2000) 116 L.Q.R. pp.217ff.
33) Wade(註30), pp.523ff.
34) 당시에는 아직 인권법이 공포되기 전이었다.
35) 위 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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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난처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촬 하여 이를 부적절한 코멘트를 붙여 출판

하 고, 이는 스트라스부르의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하 지만 국에서는 소송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36) 가옥 보유자가 촬 자나 그 배후의 신문을 

상대로 프라이버시의 인권을 침해하 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아무런 

공권력의 주체도 개입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적법한 판

결은 스트라스부르의 법과 합치되는, 프라이버시의 협약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공권력의 주체에 국한되지 않는 법안 제2조는 스트

라스부르의 모든 판례와 법리를 고려할 것을 법원에 대하여 명하고 있는데, 

이는 보상과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私人과 私的 團體를 그들의 동료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도 좋

다고 면책시킴으로써 동료 시민들을 또다시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을 들여서 

스트라스부르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이 “受容”이 구제하려고 하 던 惡인데

― 은 참으로 형편없는 受容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6조의 단순한 

해석은 법안의 전체 구도와 구조와는 어긋나는데, 만일 이 조항이 문자 그대

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의도되었다면, 공권력의 주체를 정의할 필요도 없

고, 이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원에서 내무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양보하겠다고 발표한 것37)도 정

부가 이 점을 인식하 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한다.

나. Buxton의 비판

이러한 Wade의 주장에 대하여, Buxton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펼친다.38) 우

선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들이 國家의 政府에 대한 것이라는 것

에 대하여는 거의 진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없는데, 이러한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HRA에 의하여 “협약상의 권리(Convention right)”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러한 협약상의 권리는 公

的 機構들(public bodies)에 대하여만 주장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들39)에 의하면 유럽인권협약 締約國은 유럽인권

36) 국에서는 HRA 시행 이전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아래 註76)의 본문 참조.
37) 위 註29) 참조.
38) Buxton(註31), pp.5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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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인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타인으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적극적

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근거는 유럽인권협약 제1

조40)에 있으나, 인권법상의 “협약상의 권리”는 이 제1조를 포함하지 않고 있

다고 한다.

그리고 예컨대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가운데 독일의 법원이 독일의 공정거래

법에 근거하여 다른 경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린 留止命令(injunction)이 신청

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41)의 경우에도, 얼핏보면 사법상

의 訴訟에서 법원이 내린 재판에 대하여 유럽인권협약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이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가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킨 

입법부이고, 이를 집행한 법원은 아니라고 유럽인권법원이 선고하 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며, 이를 내국 법체계의 문제로 번역한다면, 한 국가는 

자신의 내국 법체계 내에서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되는 법률을 집행할 수 없다

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Wade 교수가 파파라초(paparazzo)의 예를 들어, 법원이 내릴 수 있

는 유일한 적법한 판결은 스트라스부르의 법과 합치되는, 프라이버시의 협약

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는, 협약상의 권리는 

공적 기구에 대한 권리일 뿐이며, 이 점은 Lord Chancellor에 의하여 상원에서

의 심의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한다.42)

뿐만 아니라 HRA가 공권력의 주체에 법원을 포함시킨 것은 Wade 교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첫째, HRA는 새로운 訴訟

權原(cause of action)43)을 창조하지 않으며, 국의 私法上의 규칙들을 달리 

39) 예컨대 한 소년이 그의 계부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하 으나 繼父는 합리적 懲戒

權(reasonable chastisement)의 항변을 이유로 하여 기소되지 않은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

1조 및 제3조 위반이라고 한 A. v. United Kingdom, (1998) 27 E.H.R.R. p.611 등.
40) “締約國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이 협약 제1절에 규정된 권

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41) Markt Intern 사건, (1989) 12 E.H.R.R. p.161.
42) 위 註25) 참조.
43) 이는 “한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司法的 救濟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실 또는 사실들(The fact or facts which give a person a right to 
judicial redress or relief against another)” 등과 같이 설명된다. Black's Law Dictionary, 
6th edit., West Publishing Co., St. Paul, Minn, 1990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訴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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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키려고 하지도 않았다. 둘째, HRA 제9조 제1항은 협약상의 권리 침해

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으로서의 소송(proceedings)은 上訴(appeal)를 하거나 사

법적 구제(judicial review)를 신청하는 것인데,44) 上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지, 법원이 위법하게 행동함으로써 잘못 행동하 다는데 대한 것이 아니

며, 사법적 구제는 사법적 기능을 행사하는 법원에 대하여는 작용하지 않는다

고 한다. 셋째, 상소의 권리에 의하여는 권리가 창설될 수 없으며, 우선 상소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넷째, HRA 제7조 제1항은 명백히 

공권력의 주체가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한 다음에야 법적 소송에서 협약상의 

권리가 주장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소송이라는 제도가 협약상의 

권리에 의하여 기속되는 공권력의 주체가 협약상의 권리에 부합하게 행동하여

야 한다는 의무를 창설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관념과는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은 다른 일방이 공권력의 주체인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들간

의 사건을 다루는 사건에서 보통법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협약과 합치되게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리상의 문제로서 맞다고 하는 귀족원

에서의 Lord Chancellor의 주장(위 註28 참조)에 관하여는, 법 해석에 있어서 

의회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고 한 Pepper v. Hart 판결의 판시 내용에 비추

어 볼 때 다른 주제에 관한 수정안에 대한 답변도 그러한 자료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한다.45)

또는 請求原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訴因이라는 용어는 우리 法상의 

용어가 아니어서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고, 請求原因이라는 용어는 우리 法상의 규

범적인 정당성은 捨象된 개념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 이 에서는 請求權原이라는 말

에 대응하여 訴訟權原이라는 말로 번역해 보았다.
44) HRA 제7조 제1항 (a)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제1항: 공권력의 주체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법하게 된 방법으로 행동하

거나 행동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a) 이 법에 의하여 적절한 법원이나 행정심

판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나 또는 …(이하 생략) 제9조 제1항: 司法的 행위와 관

련하여서는 소송은 다음의 방법으로만 제기될 수 있다. (a) 상소권(right of appeal)의 

행사에 의하여 (b) 사법적 구제의 신청(applocation)(스코틀란드에서는 請願, petition)에 

의하여 또는 (c) 규칙들에 의하여 규정된 다른 法廷(forum)에서.
45) 다른 한편으로 Buxton은, 아래에서 살펴볼 間接的 水平效의 주장, 즉 HRA의 

가치(value)는 개인간에 적용되는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公法上의 가치를 私法으로 옮기는 것은 유추

인데, 그러한 유추를 HRA의 조항으로부터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유럽인권협약

의 특정 조항들이 문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들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러

한 가치는 국 법원들이 유럽인권협약의 조항들을 그러한 가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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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ade의 再反論

이러한 Buxton의 주장에 대하여 Wade는 자신의 종전 주장을 유지하는 재반

론을 폈다.46)

우선 HRA가 수용한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는 정부에 대항하는 성격(anti-
government character)을 가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HRA 이전에는 협약상

의 권리는 정부의 의무라는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지만, 이는 다른 가능

성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러한 권리가 私人사이에는 본래 적용될 수 없기 때문

은 아니었으며, 협약상의 권리의 적용범위 및 집행절차와 같은 2차적 속성이 

국내법으로 변형될 때에도 똑같은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 한다. Buxton이 A. v. United Kingdom 판결(註39)과 관련하여, A.의 유럽

인권협약상의 권리가 국내법에 의한 효율적인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권리의 상대방은 국가라면, 이러한 권리는 HRA상의 繼父에 대한 권리로 

바로 바뀔 수는 없다고 한 데 대하여,47) 왜 그럴 수 없는가 하고 반문하면서, 

권리가 협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대신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국내

적으로 보장되게 되면 더 이상 국제법에서 유래하는 제한에 구애될 필요가 없

고, 실제 HRA 규정의 효과는 무엇이며, 기초자의 의도는 무엇인가만이 문제

가 된다고 한다.

첫 번째 문제, 즉 HRA 규정의 효과에 관하여는 법원이 공권력의 주체에 포

함되므로 법원으로서는 私人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협약상의 권리에 부합하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견해는 Hunt

의 견해48)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49)

또한 Buxton이 Lord Chancellor의 귀족원에서의 진술이 다른 주제에 관한 

사용함으로써 이미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Buxton(註31), p.59.
46) Wade(註32), pp.217ff.
47) Buxton(註31), p.54.
48) 아래 2. 가. 참조.
49) 그런데 Wade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Lester and Pannick,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1999), pp.31-32; Grosz, Beatson and Duffy, ibid., 
p.89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Wade 교수의 인용은 부정확하고, 자신들은 Wade 
교수의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Hunt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 
Lester and D. Pannick, “Note: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Act on Private Law: 
the Knight's Move,” (2000) 116 L.Q.R. pp.380ff.; J. Beatson and S. Grosz, “Note: 
Horizontality: A Footnote,” ibid. pp.385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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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대한 것이므로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는, Lord 

Chancellor의 진술은 인권법안에서 水平效를 배제하려고 하는 Lord Wakeham

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일한 주제를 다룬 것이고, Lord Chancellor의 앞의 진술

과 뒤의 진술이 서로 상충되기는 하지만,50)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규정 중 

후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차용한다면 정부는 Lord Wakeham의 수정안

에 경고를 받아 水平性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리고 하원에서의 논의51)도 이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人權이란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는 모든 사

람에 대하여(erga omnes) 작용되어야 하고, 유럽인권협약의 원래의 목적이 나

찌 독일과 같은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정부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은 틀

림없지만, 그 후의 반세기 동안에 인권의 새로운 문화가 서구에서 발전하 으

며, 시민은 그의 기본권이 정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으로부터도 존

중될 것을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HRA의 정신이라고 한다.

2. Hunt와 Phillipson 사이의 논쟁

위와 같은 Wade와 Buxton의 주장은 각각 완전한 水平效와 전적인 垂直效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이러한 주장들은 주장

되고 있는 여러 견해의 스펙트럼 가운데 양극단에 위치한 것으로서, 별로 지

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논자들은 間接的 내지 제한적 水平效를 주

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間接的 水平效를 주장하는 논자들 사이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그 중 대표적으로 비교적 강한 내용의 

間接的 水平效를 주장하는 法廷辯護士(barrister) Hunt의 견해52)와, 이를 비판하

는 Essex 대학의 Phillipson53)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54)

50) 위 Ⅲ. 참조.
51) 註29) 참조.
52) Murray Hunt, “The “Horizontal Effect”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P.L. 

pp.423ff. 이는 1997. 11. 28. 개최된 제3차 Clifford Chance Conference에서 발표된 내

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거의 같은 내용이 위 Conference에서 발표된 내용을 묶은 책

인 B. S. Markenisis(ed.)(註28)에 “The Effect on the Law of Obligations”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앞의 을 인용한다.
53) Gavin Phillipson, “The Human Rights Act, ‘Horizontal Effect’ and the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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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unt의 주장55)

Hunt는 우선 인권 보호의 수직적 접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적 역과 

사적 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을 주장하는 반면, 

이에 반대되는 수평적 접근을 옹호하는 견해는 국가는 모든 법률관계에 의하

여 구성되어 있고, 前政治的인 私的 領域이란 없다는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론적인 스펙트럼의 양극단 사이에도 인권 규범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고, 成文法이 아니라56) 普通法(common 

law)에 의하여 규율되는 私人간의 순수하게 私的인 분쟁에 있어서 기본적 권

리가 어느 정도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 垂直主義者(verticalists)와 水平

主義者(horizontalists)를 구분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그리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다른 法域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를 살펴보면 넓게 보아 4가지의 구분 가능한 견해가 있다고 한다.57)

첫째, 垂直效(vertical effect).58)

둘째, 直接的 水平效(direct horizontal effect).59)

셋째, 間接的 水平效(indirect horizontal effect).

넷째, 모든 법에 대한 적용(Application to all law).
Hunt는 이 중 셋째 및 넷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셋째의 間接的 水平效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캐나다를 드는데, 

캐나다 대법원은 1986년의 Dolphin Delivery 사건60)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

Law: a Bang or a Whimper?” (1999) M.L.R. pp.824ff.
54) Phillipson은 Hunt의 견해를 강한 間接的 水平效(strong indirect horizontal 

effect)라고 부르고, 자신의 견해를 약한 間接的 水平效(weak indirect horizontal effect)
라고 부른다. Phillipson(註53), pp.830f. 참조. 그러나 Hunt 자신은 자신의 견해가 間接

的 水平效와 直接的 水平效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설명한다. Hunt(註52), pp.434ff.
55) Hunt(註52), pp.424ff.
56) 성문법은 그것이 사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 권리에 관한 

법률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I. Leigh가 말하는 直接的 法規的 水平性). 註20) 참조.
57) 이 점에 관한 또 다른 비교법적 고찰로는 예컨대 I. Leigh(註20), pp.62ff.; J. 

Cooper, “Horizontality: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Standards in Private Disputes” 
in: English and Havers(ed.), An Introduction to Human Rights and the Common Law, 
Hart Publishing, Oxford - Portland Oregon, 2001, pp.64ff. 참조.

58)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미국 및 홍콩이 있다.
59) 아일란드가 이를 인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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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캐나다의 權利 및 自由 章典(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은 보통

법이 정부의 어떤 행동의 근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법에 적용되지 않

고, 위 장전 제32조 제1항의 “적용” 조항(“application” clause)61)은 의회, 州의 

입법부 및 행정부의 의미에서의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만 장전이 보호를 부여

한다는 의미이며, 보통법에 근거하여 법원이 留止命令(injunction)을 발하는 것

은 장전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고 한다. 그러나 McIntyre 대법관은 이는 정부의 행동이 결여되었을 경우에

는 章典이 보통법과 관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법은 

章典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 심사의 내용이 다르다고 설시하 다. 

즉 사법부는 헌법에 나타나 있는 ‘基本的 價値(fundamental values)’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보통법의 원칙을 발전시켜야 하고, 다만 이는 한 사적인 당사자가 

다른 사적인 당사자에 대하여 헌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章典上의 權利(charter rights)’와 ‘章典上의 價値(charter values)’

의 구별은 그 후의 캐나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확고한 것이 되었다.62)

반면 네 번째의 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1993년 過渡憲法(Interim Constitution)

에 관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1996년에 선고한 Du Plessis v. De 

Klerk 사건 판결63)의 반대의견에서 Kriegler 대법관이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

에서 원고는 피고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

는데, 피고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들어 자신의 행동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 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헌법상의 권리장전은 일반적이고 직접적

으로 수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는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

는 보통법의 발전에 향을 미칠 수 있고 미쳐야 한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캐

나다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間接的 水平效만을 인정하 다.64)

60) Retail, Wholesale & Department Store Union, Local 580 v. Dolphin Delivery 
Ltd[1986] 2 S.C.R. 573.

61) 이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장전은 다음에 적용된다.

(a) 의회의 권한 내에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캐나다의 의회 및 정부에, 그리고

(b) 각 州(province)의 입법부의 권한 내에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각 주의 입

법부 및 정부에.
62) 예컨대 Manning v. Hill, (1995) 126 D.L.R. (4th) 129.
63) 1996 (3) S. A. 850. 이 판결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것은 Leigh(註20), pp.66ff. 참조.
64) 다수의견은 위 캐나다 대법원의 Dolphin Delivery 판결을 참고로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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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Kriegler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그러한 결과는 私人에 의한 差

別을 정당화하고 보호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반대하면서, 과도헌법상의 기본

권 章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私人間의 관계도 “법이 관련되어 

있는 한(wherever law is involved)” 규율한다고 한다. 즉 私人은 법에 호소하

지 않는 한 자신들의 사적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으니, 예컨대 어떤 지

주는 자신이 원한다면 인종, 性 기타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하여 집을 임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무도 자신의 편협함을 집행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호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사적인 관계는 

그들이 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한 그대로 방임되어야 하지만, 법이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한 이 관계는 순수한 사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국가

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모든 역할에 있어서 헌법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인정된 권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Hunt는 HRA의 해석에 관하여는 네 번째의 견해를 지지한다. 즉 HRA 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백서 및 의회에서의 토론 등을 종합하면 모두 間接的 水

平效와 直接的 水平效의 사이에 위치한 네 번째의 견해, 다시 말하여 HRA가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보통법을 포함한 모든 법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법

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한다. 우선 HRA 제6조 제1항이 공권

력의 주체만이 유럽인권협약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점에서 直

接的 水平效는 의도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한다. 반면 법원이 공권력의 

주체에 포함된 것은 水平效를 인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비록 HRA가 협약상의 권리가 “모든 법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

고, 제3조 제1항의 유럽인권협약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할 의무도 성문법규

에만 적용되지만, HRA 제6조가 법원과 행정심판기구를 공권력의 주체에 포함

시킴으로써, 법원 등이 단지 보통법에 의하여서만 규율되는 사적인 당사자 사

이의 순수하게 사적인 분쟁에서 재판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법원 등에게 협약

과 합치되게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어느 정도의 水平效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

가 없지만,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인데, 채택된 모델이 캐나다

나 독일의 경우보다 水平性의 방향에서 더 나아갔다는 것도 매우 명확하다는 

것이다. 즉 법원은 단순히 유럽인권협약을 고려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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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의 가치를 고려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상의 권

리와 합치되게 행동할 명백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가능한 

입장은, 유럽인권협약이 모든 법에 적용되고 따라서 사적 당사자 사이의 소송

에서도 잠재적으로 의미를 가지지만, 直接的인 水平效를 가지지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HRA가 협약상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하여 개인에 대하여 새로운 

訴訟權原(cause of action)을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訴訟權原이 진화하는 것과, 사적 당사자에 대하

여 전혀 새로운 訴訟權原을 창설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HRA가 후자를 

의미하지 않은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법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訴訟

權原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아무런 訴訟權原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새로운 訴訟權原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데, 이는 의회에 의하여 명백히 배제되었다고 한다. 예컨대 여자 

손님이 자신들의 바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남성 전용 골프 클럽의 경우에

는 이를 다투려고 하는 여자를 위하여 HRA가 새로운 訴訟權原을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클럽의 구내에서 물리적으로 축출된 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에는 不法侵入(trespass)이라는 보통법은 폭력의 행사(assault)라는 소송에 대한 

적법한 축출의 항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

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나. Phillipson의 反論65)

Phillipson은 여러 가지 상세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로 Hunt
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Phillipson도 Hunt와 마찬가지로, HRA의 기본 구도가 直接的 水平效를 배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명백하다고 한다. Wade 교수는 피

고가 공적 기구이든 사인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HRA의 기

본 구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

는 신문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유럽인권협약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

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어떻게 자신의 사건을 법원에 가져갈 수 있는가가 난

점인데, 피고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사건은 협약 

65) Phillipson(註53), pp.82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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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반을 이유로 할 수는 없고, 법원 자신이 HRA 제6조에 의하여 피고가 

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문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경우에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은 현존

하는 訴訟權原을 이용하여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유럽인권

협약 제8조에 합치되게 행동하여야 할 의무는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보통

법을 해석하거나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평적 충격의 핵심은 간접적 효과인데, 문제는 이러한 간접적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방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는 약한 間接的 水平效(weak indirect horizontal effect)와 강한 間

接的 水平效(strong indirect horizontal effect)를 구별하는데, 약한 間接的 水平

效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실패하 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다만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등에서와 같이 법원으로서는 모든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에 나타나 있는 ‘가치(values)’에 비추어서 현재의 법을 적용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Hunt와 같이 강한 間接的 水平效를 인정하게 되면, 사인은 단순히 다

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 다는 이유로 제소를 당할 수는 없지만, 그는 또

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집행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의존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이는 약한 間接的 水平效와 비교하여 볼 때, 법원에 단순히 

유럽인권협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이 유럽인권협약과 합치하는지

를 확인하여야 할 절대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또한 법원은 단순히 권리에 의

하여 표상되는 가치가 아니라 그 권리 그 자체와 합치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Dworkin이 말하고 있는 규칙(rules)과 원리(principles)의 구별66)

을 도입한다. 규칙이란 그것이 적용될 때에는 관련되는 문제를 종국적으로 결

정짓는 그러한 규범을 말하고, 따라서 이는 全部 아니면 全無(all or nothing)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반면 원리란 중요성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한 원리의 

66)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7th impression, Duckworth, London, 
1994.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 “憲法裁判所 違憲決定의 遡及效,” 憲法問題와 裁判[上], 
裁判資料 제75집, 法院圖書館, 1997, 682면 이하 및 그곳 註136)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

헌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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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필연적으로 그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한 이슈에 여러 가지의 

원리가 관련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경합하는 원리들은 상호간에 

형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강한 間接的 水平效는 협약상의 권리를 규칙으로 다루는 반면, 약

한 間接的 水平效는 협약상의 권리를 强行的인 원리(mandatory principles)67)로 

다루는 것이 된다.
Phillipson은 강한 間接的 水平效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근거를 들어 이를 비판하고 있다.

첫째, HRA는 어느 곳에서도 “사람은 유럽인권협약 제1조 내지 제14조에 규

정된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지 법규정이 유럽인권협약

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공권력의 주체에게 협약상의 권리와 합치되

도록 행동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때 司法的 救濟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HRA는 협약상의 권리 그 자체

를 수용한 것이 아니며, 유럽인권협약 제1조68)도 수용하지 않았다. 요컨대 

HRA 제6조 제1항에 의한, 협약상의 권리에 반하지 않도록 행동할 법원의 의

무는 원고가 확인되어야 할 권리를 가질 때에만 작용할 수 있는데, 협약상의 

권리는 국내법의 일부가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사인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를 가지지 않고, 협약상의 권리를 확인할 법원의 의무는 이러한 경우와는 관

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상의 권리는 私的 領域에서는 기껏해야 법적 

가치 및 원리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둘째, 유럽인권협약 제13조69)는 HRA에 의하여 배제되었고, 대신 HRA 제8

조는 제한적으로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구제를 인정하고 있

으므로, 私人의 행위에 대한 구제가 제공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협약 제13조 중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

라 하더라도(notwithstanding that the violation has been committed by persons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라는 문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私人에 의한 

침해도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구절이 받아들여지

67) 여기서 강행적인 원리란 법원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68) 註40) 참조.
69)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당국 앞에서의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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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私權의 침해에 대하여 현존하는 訴訟權原을 조작함으로

써 구제를 시도하고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는 더욱 어렵다.

셋째, Hunt의 주장에 따른다면 법원은 협약상의 권리를 규칙(rule)으로서 적

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예외 이외의 다른 것은 이러한 

협약상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私的 訴訟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불법행위를 이루는 규칙들과 원

리들이 협약상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과 원리들은 고려되지 

않게 되며, 따라서 Hunt의 모델에 따른다면 법원은 관련되는 현재의 불법행위

의 규칙들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들을 무시하고 모든 현존하는 규칙들을 관

련된 유럽인권협약 조항이 요구하는 것과 합치되도록 자동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잠재적으로는 급격하고 전면적인 私的 보통법의 개정을 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HRA가 이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넷째, 강한 間接的 水平效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가 私人에게 의무 

내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되나, 이는 의회의 의도에 어긋난다고 한다.

다섯째, 법원이 사법상의 보통법을 유럽인권협약에 합치되도록 할 의무가 있

다고 하더라도, HRA 제2조에 의하면 법원은 스트라스부르(유럽인권법원 소재

지)의 판례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유럽인권법원이나 위원회는 사적 관계에 있어

서 국가가 개입함에 있어서 넓은 범위의 평가의 여지(margin of appreciation)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HRA 제6조에 의하여 법원이 私的 사건에 개입할 의무라는 

것은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 되며, 가령 이러한 평가의 여지 이론은 국내 법

원에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어떻게 하여야 할지는 협약 그 자체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한다. 요컨대 법원이 모든 사법상의 보통법을 협약상의 권리와 합치되게 만들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적인 의무의 실제적인 내용은 법원의 재량

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Phillipson은 강한 間接的 水平效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협약

에 나타난 가치를 강행적 원리로 보는 약한 間接的 水平效가 타당하다고 한

다.70)

70) 나아가 그는 협약상의 권리의 비중을 고려함에 있어서 개인의 自律(autonomy) 
및 당사자 사이의 대등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 Phillipson(註53), pp.84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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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의 견해

이들 외에도 여러 논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발표하 다. 이들 가운

데 Wade처럼 直接的인 水平效를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Buxton과 같이 水平效

를 전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71) 대체로 間接的인 

水平效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72) 그러나 間接的 水平效를 지지하는 

논자들 가운데에서도 Hunt의 주장과 같이 강한 間接的 水平效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Phillipson과 같이 약한 間接的 水平效를 지지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는 견해가 갈린다.73)

Ⅴ. 판례

HRA 시행 후에 나온, HRA의 水平效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례로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Michael Douglas, Catherine Zeta-Jones, Northern 

& Shell Plc v. Hello! Limited 판결74)과, High Court의 Venables and 
Thompson v. News Group Newspapers Ltd, Associated Newspapers Limited 

and MGM Limited 판결75)의 두 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아직 귀

족원의 판례는 나온 것 같지 않다.76) 두 판결 모두 종래 국법에서는 일반적

71) 다만 T. Raphael, “The Problem of Horizontal Effect,” (2000) 5 E.H.R.L.R. 
pp.493ff.는 대체로 완전한 水平效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는 재판권의 한계나 반대되

는 선례에 의하여만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72) Lester and Pannick과 Grosz and Beatson은 Wade를 비판하고 있고(위 註49 참

조), I. Hare, “Verticality Challenged: Private Parties, Privacy and the Human Rights 
Act,” (2001) 5 E.H.R.L.R. pp.526ff.는 주로 Buxton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으며, N. 
Bamforth, “Notes: The True “Horizontal Effect”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2001) 117 L.Q.R. pp.34ff.는 두 사람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 이 외에도 間接的 水平效

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Leigh(註20), pp.82ff.; Markesinis(註19), pp.72ff.; Cooper(註57), 
pp.68f.; Wadham and Mountfield(註5), pp.28f. 등 참조.

73) Lester and Pannick과 Grosz and Beatson(註49)은 Hunt의 견해를 지지하고, 
Cooper(註57), p.68도 그러한 취지로 보인다. 반면 Markesinis(註19), p.73은 독일, 캐나

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예를 들고 있어서 후자의 견해로 보이고, Leigh(註20), 
pp.82f.도 비슷하다.

74) [2001] Q.B. 967.
75) [2001] Fam. 430.
76) 그러나 귀족원의 Hoffmann 대법관은 McCartan Turkington Breen (A Firm) v. 

Times Newspapers Ltd [2001] 2 A.C. 277, 299에서 방론으로, 의사 소통의 분야에서 



尹 眞 秀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 125∼158148

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HRA의 시행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Douglas v. Hello! 판결

이 사건에서는 국의 Hello!라는 대중잡지가 유명한 화배우인 Michael 

Douglas와 Catherine Zeta-Jones의 결혼식 사진을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게재

하려는 것을 이들이 留止命令(injunction)에 의하여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었다. 이들 부부는 2000. 11. 18.에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그 결

혼식의 사진 등을 OK!라는 국의 잡지에 독점적으로 게재하도록 허락하 다. 

이를 위하여 위 결혼식장에는 제한된 하객만을 입장시키고, 하객의 카메라 소

지는 허용되지 않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졌다. 그런데 OK!의 경쟁지인 Hello!

는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몰래 찍은 위 결혼식 사진을 입수하여 

OK!에 앞서서 게재하려고 하 다. 이에 이들 부부와 OK!의 발행 회사가 신청

인이 되어, Hello!를 상대로 하여 그 게재의 금지를 명하는 유지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제1심법원인 High Court의 Buckley 판사는 2000. 11. 20. 위 게재의 금지를 

명하는 유지명령을 발령하 고, 다음날 Hunt 판사는 위 유지명령의 지속을 명

하 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11. 22. 및 23. 변론을 들은 다음 위 유지명령을 

취소하 고, 2000. 12. 21.에 이르러 그 이유를 고지하 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즉 Hello!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

청인 Douglas와 Zeta-Jones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하는 점과, 신청인들이 Hello!

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하여 유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항소법원은 전자는 긍정하 으나, 후자는 부정하여 결국 신청인들이 패소한 

것이다. 여기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전자의 점이다.

종래 국의 판례는 독일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생활의 침해

에 대한 일반적인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의뢰인, 성직자와 告解者, 은행과 고객 등 특별한 신뢰관계가 전제로 

된 경우에 한하여 비 의 침해(breach of confidentiality)를 이유로 하는 구제가 

인정되었을 뿐이었다.77) 만일 이 사건에서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이 하객이나 

HRA는 수평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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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피용자 다면 쉽게 비 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구제가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누가 위 사진을 찍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 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구제는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러한 비 의 침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프

라이버시의 침해라는 새로운 일반적인 訴訟權原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 판결에 관여한 Brooke 판사와 Sedley 판사 및 Keene 판사

는 모두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하 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Brooke 판사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78) 즉 한

편으로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79)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창설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동조 제2항80)과 HRA 제8조 

및 양자의 일반 철학은 이를 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유럽인권법원은 이러한 딜레마를 유럽인권협

약 제1조81)에 의한 체약국의 적극적 보호의무에 의존함으로써 해소하 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인권협약 제1조는 HRA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았으므로 어려

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문제는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 HRA 제12조 제4항이 관련된 프라이버시 章典(privacy code)을 특별히 

존중하라고 규정하 고, 이에 해당하는 言論苦衷處理委員會의 실무장전(Code 
of Practice)에는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

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의 자유도 이 한도 내에서는 프라이버시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Sedley 판사는, 좀더 적극적이었다.82) 즉 우리는 자신 있게 법

77) 이는 요컨대 정보가 그 정보의 비 이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 취득되었다면, 그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그 비 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깨뜨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

이다. Douglas v. Hello! [2001] Q.B. 967, 985 참조. 이에 관하여 간단히는 R. English, 
“Confidentiality and Defamation,” in: English and Havers(ed.)(註57), pp.185ff. 참조.

78) Douglas v. Hello! [2001] Q.B. 967, 990ff.
79)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80)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 유지

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

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

의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
81) 註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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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 다고 하면서, HRA 제2조와 제6조에 의하여 국의 법원

은 유럽인권법원과 위원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를 인

정하는 판례를 존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다른 

협약상의 권리와 합치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사건이 HRA

의 水平效라는 큰 문제를 해결할 만한 곳은 아니지만, 적어도 HRA 제12조 제

4항은 유럽인권협약의 적어도 한 조항은 水平效를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HRA의 메카니즘의 예시인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인지는 여

기서는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

Keene 판사는, HRA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공권력의 주체에 법원이 포함됨

으로 인하여 공권력의 주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은 보통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 협약상의 권리에 합치되게 행동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새

로운 訴訟權原을 창설하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논쟁이 있지

만, 이 사건에서는 이는 HRA 제6조 제1항에 비추어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

는 비 의 파괴라는 이미 존재하는 소송권원에 의존하여 처리될 수 있으므로 

그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다고 한다.83) 이러한 책임을 비 의 파괴라고 표현

하는가 아니면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침해라고 부르는가는 訴訟權原에 어떠한 

표지를 붙이는가 하는 것 이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원래의 비  파괴의 개념

이 이 특수한 범주의 사건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주로 문제되는 상업적 및 고

용관계와는 다른 것으로 발전하 다고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84)

이처럼 이들 법관들은 HRA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인정

하 지만, 다같이 이들의 권리가 사전적인 留止命令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정

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결국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2. Venables v. News Group Newspapers Ltd.

이 사건에서는 살인죄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하고 있는 소년들의 신원을 

보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82) Douglas v. Hello! [2001] Q.B. 967, 997ff.
83) 즉 비  파괴의 요건으로서 그 이전에 미리 존재하는 신뢰관계는 필요하지 않

다는 것이다.
84) Douglas v. Hello! [2001] Q.B. 967, 100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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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히 복잡하지만,85)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993. 2. 12. 이 

사건 당사자들인 당시 10세의 Venables와 Thompson 두 소년은 국 리버풀에

서 2세의 幼兒인 James Bulger를 살해하 다. 그리하여 이 두 소년은 1993. 

11. 24. 법원에서 1933년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에 

따른 不定期刑86)을 선고받았다. 이 부정기형은 그 수감 기간이 내무부장관

(Home Secretary)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다만 最少期間(tariff)이 경과

하면 가석방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결정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87)

위 사건은 처음부터 언론의 대단한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일반인들의 비상한 

주목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그러자 위 사건을 담당하 던 Morland 판사는 

1993. 11. 1. 재판을 시작하면서 언론에 위 소년들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 다

가, 위 소년들의 유죄가 확정되고 아직 형이 선고되기 전에 보도금지명령을 

완화하여 위 소년들의 이름 및 가정환경 등의 배경은 보도할 수 있지만 그 외

의 것은 보도할 수 없도록 하 다.88)

그런데 2000년 8월 위 두 소년이 18세가 되게 되자, 2000년 7월에 이르러 

두 소년은 3개의 주요한 신문 그룹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보도금지명령을 

維持해 줄 것을 청구하 고, High Court 家事部(Family Division)의 院長

(President)인 Dame Elizabeth Butler-Sloss는 2001. 1. 9. 이 사건에 관하여 신

청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 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법원에게 성년이 된 사람들에 대한 보도금지를 명할 재

판권(jurisdiction)이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왜냐하면 종전의 보도금지명령은 청

소년법에 의거한 것으로서 성년이 된 신청인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기 

85) 위 판결에도 사실관계가 나와 있으나 이외에도 大沼和子, 中村秀一, “イギリス

における少年事件報道,” 法律時報 第73卷 12號, 2001, 61面 이하 참조.
86) detention during Her Majesty's pleasure.
87) 두 소년에 대한 부 最少期間 최초에 판사가 각 8년으로 정하 으나, 항소법원 

刑事副院長(Lord Chief Justice)이 10년으로, 다시 내무부장관이 15년으로 올렸는데, 귀
족원이 1997. 6. 12. 위 내무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 다. 결국 가석방위원회는 2001. 
6. 22. 두 소년의 석방을 권고하여 두 소년은 석방되게 되었다. 大沼和子, 中村秀一(註
85), 67面 참조.

88)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소년들은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하 는데, 유럽인권법원은 

1999. 12. 16. 위 소년들에 대한 재판 및 그 최소기간의 결정이 법원 이외의 사람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제5조 제4항
(법원에 의하여 구금의 합법성을 심사받을 권리) 위반이라고 판시하 다. V v. United 
Kingdom, (2000) 30 E.H.R.R.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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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고, 따라서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이 보도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는가 자체가 문제로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utler-Sloss 원장은 우선 

유럽인권협약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89) 피신청

인인 신문사들은 HRA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지만, 법원은 공권

력의 주체로서 협약상의 권리와 합치되게 행동하여야 하고, 유럽인권법원과 

위원회의 판례를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Butler-Sloss 원장

은 국가에게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는 유럽인

권법원의 판례와, 적어도 유럽인권협약 중 한 조항에는 水平效가 인정된다는 

위 Douglas v. Hello! 판결에서의 Sedley 판사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10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고, 법원의 의무는 유

럽인권협약의 조항에 근거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訴訟權原을 창설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訴訟權原에 관하여 재판함에 있어

서 협약상의 권리에 합치되게 행동하는 것이며, 이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도 포함한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HRA의 시행을 고려한 기존의 訴訟權原

인 비 의 법리(law of confidence)에 의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즉 표현의 자유

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뿐만 아니라 그 제한을 규정한 제10조 

제2항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비 의 파괴는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

는 예외에 속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생명권을 규정한 유럽인권협

약 제2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 및 사

생활 등의 보호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도 적용될 수 있는데, 과거의 언

론 등의 보도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의 신원90)과 소재가 공개되면 신청인들

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하여, 당사자들의 새로

운 신원과 소재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과거에는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유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 근 200년 동안 

준수되어 왔지만, HRA의 시행에 비추어 보면 소송당사자 아닌 사람들에 대하

여도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피신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에 

대하여도 보도를 금지하 다.91)

89) [2001] Fam. 430, 445ff.
90) 국정부는 신청인들의 사회보험번호, 출생증명 및 여권 등을 변경하여 전혀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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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小結

이 판결들은 HRA의 水平效 일반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제한적으

로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와 관련하여서 HRA 내지 유럽인권협약

의 水平效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의 설명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종래 인정되어 오던 비 의 

파괴라는 訴訟權原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다. 어쨌든 이 판결들은 

국의 법원이 HRA의 水平效에 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92)

Ⅵ. 結論

이제까지 HRA가 국의 사법관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논의

와 판례를 살펴보았다. 아직 HRA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

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판례의 태도도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여 대개의 윤곽은 

확인할 수 있다. 즉 水平效를 전혀 부정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은 Buxton 

외에는 거의 없고, 水平效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

렇지만 어느 정도의 水平效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의견의 일치

를 보지 못하고 있다. Wade와 같이 直接的 水平效를 주장하는 사람, Hunt와 

같이 모든 법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강한 間接的 水平效를 지지하는 사람 및 

Phillipson과 같이 약한 間接的 水平效를 주장하는 사람 등 다양한 견해가 주

장되고 있다. 間接的 水平效와 直接的 水平效의 대립에 있어서는 후자, 즉 間

接的 水平效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間接的 水平效의 두 유형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에 관하여

는 아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水平效

91) 對世的 命令(Orders contra mundum).
92) Douglas v. Hello!에 대한 평석인 M. Elliot, “Privacy, Confidentiality and 

Horizontality: the Case of the Celebrity Wedding Photographs,” (2001) 60 C.L.J. p.233 
참조. 기타 이 판결들에 대하여는 Hare(註72)가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외에 F. 
Klug and K. Starmer, “Incorporation through the “front door”: the first year of the 
Human Rights Act,” (2001) P.L. pp.659ff.; D. McGoldrick, “The United Kingdom's 
Human Rights Act 1998 in Theory and Practice,” (2001) 50 I.C.L.Q. pp.935ff.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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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는 HRA에 의하여 새로운 訴訟權原이 창설되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논

의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直接的 水平效는 이른바 기본권

의 직접적용설에 대응하는 반면, 間接的 水平效는 간접적용설에 대응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間接的 水平效 내에서의 강한 直接的 水平效와 약

한 間接的 水平效의 구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상당하는 논의를 찾기 어렵

다. 국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不文法인 普通法(Common Law)이 가지는 중요

성이 크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不文法 내지 관습법의 중요성이 상대적

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예컨대 宗中의 

구성원은 남자에 한한다고 하는 관습은 헌법에 어긋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9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국에서의 논의도 우리나라에 여

러 가지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1998년 人權法, 垂直效, 直接的 水平效, 강한 間接的 水平效, 약한 間

接的 水平效

93) 李和淑, “宗中의 女性問題”, 逸軒 崔柄煜敎授 停年紀念 現代民事法硏究, 서울, 
法文社, 2002, 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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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orizontality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of the United Kingdom

Jin-Su Yune
*

94)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hereinafter HRA] in the British legal system. HRA has incorporated into 

domestic law the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Convention rights.’ There has been a fierce controversy 

in U. K. as whether HRA has horizontal effect, in other words, it may 

influence on the Common Law that governs the relations between private 
parties.

Although some argue that HRA has only “vertical effect,” so it applies only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public authorities and private bodies, it is shared 

that HRA has “horizontal effect.” Recently the Court of Appeal in Douglas v. 

Hello! and the High Court in Venables v. News Group Newspapers Ltd. have 

recognized the horizontal effect of the HRA. However, the extent of the 
horizontal effect is not clear.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HRA have 

“direct” horizontal effect as strong as the vertical effect. But many support the 

position that HRA has only indirect influence on the common law(indirect 

horizont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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