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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법적 권리에 대한 연구(Ⅰ)
金 度 均*

1)

Ⅰ. 들어가는 말

우리 현행 헌법은 비록 ‘기본권’(fundamental rights; Grundrechte)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0조에서 37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
리’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제10조 후문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제37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열거되

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들과 권리들’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헌

법에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후에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헌법에서 사용

된 권리와 자유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

는 “헌법상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어떤 점이 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의 지

위를 가지게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권리이론의 서론을 다루려고 

한다. 본래 권리이론은 ‘正義論의 서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 

정의론’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적 기본권은 ‘법적 권리’(legal rights)에 속한다. 이 너무도 당연한 진술
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법적 권리는 입법을 통해서이건 재판(법적용 또는 

법해석)을 통해서이건 우선 법규범에 의해서 창출된다. 각각의 법 역에서 제

정된 법규범들을 통해서 다양한 법적 권리들과 의무들이 생겨나고, 각각의 법

역 내부에서 그리고 법 역 상호간에 법해석을 통해서 권리들이 상호조정되

면서 법적 권리체계의 정합성이 달성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법적 권리란 법규범(체계)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이다.”라
는 역시 매우 사소한 제2의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1) 그런데 바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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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제를 의미있게 만들 조건을 해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명제는 분석적으로 언제나 참인 동어반복명제(“법적 권리는 법적으

로 인정된 권리이다.”)에 불과할 것이고,2)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의를 갖지 못

할 것이다. 결국 ‘(ㄱ) 법규범에 의해서 (ㄴ) 부여된(또는 인정된) (ㄷ) 권리’라

는 후반부분의 세 가지 요소개념들을 풀이할 때 이 명제의 의미가 비로소 현

실성을 가질 것이다.

Ⅱ. 법규범의 유형과 법적 권리의 관계

1. ‘법규범’의 이원적 구조

법규범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가 법적 권리라고 할 때, 우선 ‘법규범’의 부분

을 살펴보아야 법적 권리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법규범은 규범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법규범을 좁게 파악하는 입장과 넓게 

파악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규범이론적으로 가공하여 로
널드 드워킨(R. Dworkin)은 (ㄱ) 확정적 법규(legal rules)로서의 법규범과 (ㄴ) 

법원리(legal principles)로서의 법규범으로 이론화하 다.3) 법실증주의에서는 

권리와 의무는 확정적 법규칙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비법실

증주의 입장에서는 확정적 법규들에서뿐만 아니라 법원리로부터도 권리를 도

출할 수 있다고 본다.

2. 법원리 명제: 확정적 법규와 법원리

드워킨은 법실증주의에 대한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로서, 법률적 논의

에서 대단히 자주 법원리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법규범들을 원용하게 된다는 

법실무의 현상을 법실증주의는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4) 드워킨에 

1) 가령 D.N. MacCormick, “Rights in Legislation,” in: C. Wellman (ed), Rights 
and Duties. Vol. 1, New York/London, 2002, 149면. 자세한 분석은 J. Raz, The 
Concept of a Legal System, second edition, Oxford, 1980, 175-83면.

2)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라는 진술이 언제나 참이듯이.
3)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Harvard/Mass., 1977, 14-80면 이하 참조.
4) 드워킨은 1889년의 뉴욕 고등법원의 Riggs v. Palmer 판결(115 NY 506, 22 

N.E. 188 (1889))을 이용하여 법원에서 법원리를 원용하여 재판하고 있음을 제시하
다: Elmer Palmer는, 자기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한 할아버지를 독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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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법실증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명제로 이루어진다5):

(ⅰ) 혈통명제: 한 사회의 법은 그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혈통’(族譜: 

pedigree)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 족보심사에 따라서 법적 규범은 기타 사회규

범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다. 족보심사에 따르면 [구성요건→법적 효과]의 형

식을 가지는 성문법규만이 법이다;

(ⅱ) 재량명제: 만일 어떤 사안이 족보심사를 거친 이와 같은 법규율에 의해

서 판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령 그 사안에 관련된 확정적 법규율이 없기 때

문이거나, 또는 관련된 법조문은 있지만 해당되는 사안이 그 법조문의 애매한 

역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서 법조문의 단순한 적용으로는 그 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법규를 재판규범으로 삼을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한다;

(ⅲ) 입법명제: 법적 의무(및 법적 권리)는 오로지 효력이 있는 확정적 법규

(첫 번째 명제에 의해서 확인된 법규범)로부터 생겨난다. 따라서 판사가 어떤 

사안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해야만 할 경우에는 새로운 법규를 창출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법적 의무 및 권리를 도출하는 것이 된다.

드워킨은 법실증주의가 제창하는 ‘확정적 법규만으로 이루어진 법체계 모델’

에 대항해서 ‘법규범은 확정적 법규 외에도 법원리로도 구성된다’는 ‘법원리모
델’을 제시한다.6) 드워킨의 ‘법원리 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 명제에 의해서 특

징지워진다:

(ⅰ) 한 사회의 법은 확정적 법규뿐만 아니라 원리로도 구성된다. 확정적 법

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Elmer는 그의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뉴욕 고등법원은 Elmer가 상속받을 수 없다
는 결론을 내리면서, “누구도 자신의 불법행위로부터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보
통법상의 근본원리를 원용하 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It is quiet true that 
statutes regulating the making, proof and effect of wills, and the devolution of 
property, if literally construed, and if their force and effect can in no way and under 
no circumstances be controlled or modified, give this property to the murderer. (...) 
(A)ll laws as well as contracts may be controlled in their operation and effect by 
general, fundamental maxims of the common law. No one shall be permitted to 
profit by his own fraud, or to take advantage of his own wrong, or to fraud any 
claim upon his own iniquity, or to acquire property by his own crime.”(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23면에서 재인용-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첨부).

5)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17면.
6)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1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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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와는 다르게 법원리는 ‘족보’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ⅱ) 만일 어떤 사안이 확정적 법규만으로 명확하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즉 확정적 법규의 애매한 역에 놓여 있는 경우, 그 사안의 판결은 법적으로 

원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법원은 이 경우(이른바 ‘hard cases’의 경우) 

자유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다;

(ⅲ) 법적 권리와 의무는 확정적 법규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리에 

근거해서도 생겨난다.

드워킨의 이 주장들을 간략하게 ‘법원리 명제’(the principle thesis)라고 부르

기로 하자. 드워킨에 따르면, 법실증주의의 가장 큰 결함은 법적 논의에서 (법)

원리가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놓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논의 과정에

서 법원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데 있다. 더 나아가서 드워킨은 
법해석과정에서 또는 법적 논의과정에서 정치도덕적 논변들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법률적 사안은 본질적으로 도덕원리의 사안이다”라

는 드워킨의 일반명제가 탄생한다.7) 물론 이때 도덕이란 판사의 개인적인 윤리

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헌민주주의 공동체에 내재하는 정치적 도덕’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워킨의 도발적 명제(“중요한 법률적 문제는 도덕

철학의 문제이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드워킨의 이 도발적 명제에 대해
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법원리 명제’는 규범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설득력을 지닌다.

3. 확정적 법규와 법원리의 규범논리적 차별성

드워킨은 통상 법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확정적 법규(legal rules)와 법원

리(legal principles) 사이에는 규범논리적인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한

다.8)

(1) ‘전부-아니면-무의 작동방식’(all-or-nothing-fashion)과 관련해서

확정적 법규(가령 ‘시내에서 차량 운전자는 최고 속도 50Km 이내에서 운행

7)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Jurisprudential issues are at their core 
issues of moral principle, not legal fact or strategy.”

8)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2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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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3만원!’의 법규)가 ‘전부-아니면-무’의 

방식으로 작동된다면 법원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확정적 법규의 경

우에는, 만일 그 법규가 유효하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100% 법적 효과가 

발생되어야 한다. 유효하지 않다면, 법적 효과는 무이다. 이에 반해서 법원리

들의 경우에는, 타당하다면, 특정한 사안에서 반드시 어떤 법원리 P1(가령 언

론의 자유의 원리)이 노리는 법적 효과가 100% 발생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법
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작동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특정한 사안의 맥락에서 

다른 법원리 P2(개인의 사생활 보장의 원리)가 보다 더 관련성을 가질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P1의 효과는 뒤로 물러날 뿐이지 P1의 유효성이 상실되어 

법체계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2) ‘比重의 차원’(dimension of weight/importance)9)

이렇게 보면 법원리의 작동 및 적용방식은 구체적 사안 F1에 해당되는 법

원리들 각각의 비중이나 중요성을 평가하여 그 사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

는 법원리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안 F1에서 적용되지 않은 기

타의 법원리들이 법체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안 F1의 경우에
만 물러날 뿐이다. 다른 사안에서는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확정적 법규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중의 차원’이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리의 경우에는 바로 

‘비중의 차원’에 대한 물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특징이다. 어떤 법

원리가 구체적인 사안 Fk에서 보다 큰 비중을 가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3) 실현의 最適化(optimization)를 요구하는 가치로서의 법원리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로부터 법원리의 개념정의를 추출할 수 있다:

법원리란, 기타의 가치(규범)들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 내에

서 자신이 담고있는 내용이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理想

的 當爲(ideales Sollen)의 성격을 가지는 규범 종류이다.10)

9)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26면 이하.
10) 이는 알렉시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Frankfurt/M., 2. Aufl. 1994, 7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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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법원리는 그 실현이 주어진 (규범적이고 현실적인) 조건들(가능

성들)에 따라서 다양한 ‘정도’로 실현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규범이다. 가령 

‘민주주의’라는 이상이나 正義理念은 그 요구되는 바가 100% 실현될 수도 있

지만, 주어진 현실적 조건(예를 들어서: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적 여건)에 따라

서 그리고/또는 기타의 가치들(가령 공공질서나 경제성장이나 국가안보 등)과

의 관련성 속에서 50%나 70% 실현될 수 있다. 100%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
서 그 이상들이 무효인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될 것을 요청(das 

Optimierungsgebot)하는 규범적 가치이다. 바로 법원리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이에 비해서 확정적 법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이 100% 실현될 것을 요청하는 규범의 종류이다.

(4) 규범충돌의 해결방식과 관련해서

위에서 살펴본 바에서 확정적 법규와 법원리는 규범충돌의 면에서 가장 명

확하게 그 차별성을 드러낸다.11)

A. 확정적 규율들 간의 충돌: 동일한 사안에서 반대되는 법적 효과를 규정
하고 있는 확정적 규율들 사이의 충돌에서 그 해결방식은 어느 하나의 확정적 

법규가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이루어진다.

(a) 예외조항 부가를 통한 해결12):
(1) 벨이 울리지 않으면(Kx), 교실을 떠나는 것(Vx)이 금지되어 있다(FVx).

(기호화: (x) (Kx → FVx))

(2) 화재경보가 나면(Ax), 교실을 떠나야 한다(OVx).

(기호화: (x) (Ax → OVx)

이 충돌은 예외조항 (2)의 부가로 규율 (1)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 벨이 울리지 않았고(Kx),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았으면(￢Ax) 교실을 

떠나지 말 것!(FVx) (기호화: (x) (Kx ∧ ￢Ax → FVx))

11) 이 부분은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77면 이하를 참조하여 서술하 다.
12) 여기서 O는 의무연산자(‘…하라’는 요청규범 표시), F는 금지연산자(‘…하지마

라’는 금지규범 표시), ‘∧’는 ‘연접’(conjunction), ‘￢’는 ‘부정’(negation)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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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무효선언을 통한 해결: 두 법규 중 하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규 사이의 

비정합성 해결

(1) “19세 미만 청소년은 음반비디오방 출입금지”(법1)

(2) “18세 미만 청소년은 음반비디오방 출입금지”(법2)

동일한 사안에 적용되도록 규정된 이 법규들은 서로 예외조항관계에 있지 

않다면 (1)과 (2) 중 어느 한 법규범만이 유효하며 다른 한 규범은 효력을 상

실한다.

B. 법원리들 간의 충돌: 효력인정 및 상실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확정적 법

규 간의 충돌과는 달리 법원리들 간의 충돌에서는 ‘비중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가령 ‘보도의 자유 원리’ P1과 ‘사생활의 자유 원리’ P2는 둘 다 타당한 법원
리이지만, ‘스포츠 xx’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집의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도했다고 하자. 이 사안에서 어느 법원리가 더 큰 비중을 가

지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설령 P2 원리가 이 사안에서 비중의 우위성을 

가진다고 해서, P1 법원리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안에서는 P1이 

P2에 비해서 비중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P1과 P2의 비중의 우

열관계는 그때 그때의 사안의 특징과 맥락에 따라서 결정된다.

특정한 사안에서 법원리들간의 비중의 우위성을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이

익형량’ 또는 ‘비교형중’(weighing; Abwägung)이다. 따라서 확정적 법규의 적용

방식이 ‘포섭’(subsumption; Subsumtion)이라면, 법원리의 적용방식은 ‘비교형중’

의 방법이다.

(5) 법원리 규범의 특징

(가) 법원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 제도적 정합성과 도덕적 타당성

사실 드워킨의 논의에서 법원리의 개념정의와 특징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

다. 왜냐하면 드워킨은 법원리를 그 작동방식이나 충돌시 해결방식이라는 기

능상의 기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 “도대체 법원리 자체가 무엇인지 그
리고 어떻게 탄생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

다가 법원리는 “어떤 방향으로 논증할 방향을 규정하는 理想을 담은 규범일 

뿐 특정한 결론을 지시하는 규범은 아니다”는 그의 지적13)은 그러한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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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해줄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i) 법원리들을 결정하고 충돌시 비중을 

매기는 과정은 복합적인 도덕적 논증과정의 문제라는 그의 지적14)과 (ii) 자신

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도덕적 원리들이 아니라 법원리라는 지적15)에서 도덕

적 권리들과 법원리들이 서로 중첩되기는 하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법원리가 도덕원리에 단순하게 포섭되는 규범이거나 하위규범도 아니라

는 다소 복잡한 추측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필자는 약간 과감하게 드워킨
을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법원리를 풀이하고자 한다.16)

다양한 도덕원리들 및 정치적 도덕원리들 중에서 (ㄱ) 현행 헌법, 실정법들, 

선판례 등과 관련성을 보이고 이들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며(the institutional fit criterion), 그리고 (ㄴ) 도덕적인 논증과정에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the moral acceptability criterion) 규범들은 법원리이다.

이렇게 보면 법원리는 한편으로 ‘도덕적 타당성 기준’을 통해서 현행 법체계

를 이루고 있는 실정법규범들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규범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 관련성 기준’(the institutional fit)을 통해서 순

수한 도덕적-정치적 원리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결국 법원리를 정하는 좌

표에서 실정화된 법규법들과 법제도적 사실들은 이 ‘제도적 정합성’의 축을 결
정하고, 도덕원리들은 ‘도덕적 타당성’의 축을 결정하여 이 양 축이 법원리들

의 집합을 정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17)

이러한 해석은 드워킨이 ‘헤라클레스’라는 이상적인 판사를 상정하여, 이 판

사가 ‘하드 케이스’에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서 

이끌어 낼 수 있다.18) “타당하다고 인정된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의 원리들 중 

법체계와의 정합성(fit)을 가지는 규범들은 법원리로 추정된다”는 전제 위에서만 
앞에서 제시하 던 법원리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3)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26면.
14)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66-68면.
15) 가령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101면.
16) 이러한 해석은 L. Alexander, Legal Rules and Legal Reasoning, Aldershot, 

2002, 254면 이하를 참조하 다.
17) L. Alexander, Legal Rules and Legal Reasoning, 257-258면.
18)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105-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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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 내용이 最適化의 요청을 지시하는 규범

(ⅱ) 구체적인 조건에서 비중의 우위성이 결정되는 규범

(ⅲ) 적용방식이 이익형량 또는 비교형중의 방법을 취하는 규범

(나) 법원리의 법적 추론방식: 비교형량

어떤 법규범이 법원리인지 아니지는 (i) 우선 해당되는 법규범이 어떤 이상
이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ii) 그 내용이 현행 법규범들과의 관련성 속에

서 그리고 현실적 제약조건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실현되는 종류의 규범인

지, (iii)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방식이 그 비중에 따라서 결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리의 예와 그 적용방식(법원리의 법적 

추론의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가령:

(ⅰ) 우리 헌법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규범19)은 현실적인 여건과 이 조문에 상충하는 다른 법원리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각 개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지시한다.

(ⅱ) 헌법 제 21조 4항 “언론 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명백하게 법원리의 특징

을 나타내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원리 P1은 “자유행사 시 타인의 명예

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리 P2, “자유행사 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리 P3,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 37조 2항 

전단)는 법원리 P4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여건들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규범이다.20)

19) 이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개인에게 요청된다: 대한민국 국민에 속한다
면(Cx) 모든 개인x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L)를 가진다.” ―기호화하면: (x) (Cx→OLx).

20) 이를 기호화하면: (x) OP1x = (x) (Cx → OP1x) = (P1 P P2, P3, P4) C. 여기
서 P는 選好度 演算者(Preference Operator)를 나타낸다. 따라서 ‘(P1 P P2, P3, P4)C’는 
“C의 조건아래에서는 법원리 P1이 다른 법원리들 P2, P3, P4에 우선한다”는 법적 명
제를 표현한다. 그리고 (x)는 ‘x에 속하는 모든 경우에’, O는 의무연산자(“…하는 것이 
요청되어 있다”)이다. (x) (Cx → OP1x)는 “x에 속하는 모든 경우에 C라는 상황에서는 
P1 법원리가 적용될 것이 요청된다”는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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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21): 피고인에게 형사재판의 공판과정이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어서 심장발작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그런데도 공판

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이때 “국가는 형사사법의 원할한 운 과 집행에 대

한 의무를 가진다”는 법원리 P1과 “피고인은 생명권과 신체불가침권을 가진

다”는 법원리 P2사이에 충돌이 생겨난다. 즉 P1에 따르면 공판이 집행되어야 

하는 법적 효과가, P2에 따르면 공판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적 효과가 서
로 충돌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충돌을 어느 한 쪽 법원리를 

무효로 선언하거나 어느 한 쪽을 다른 쪽의 예외조항으로 신설함으로써 해결

하지 않고, 양 원리는 상대적 우위관계(bedingte Vorrangrelation)에 있다고 판

단하 다. 논리적인 가능성을 따지면 이 우위관계는 (ㄱ) 절대적(무조건적) 우

위관계 (즉 어느 한 쪽이 언제나 비중의 우위성을 가지는 경우) (ㄴ) 상대적

(조건적) 우위관계(즉 그때 그때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이 비중의 우위성
을 가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양 법원리 P1과 P2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우위관계를 구상할 수 있다22):

(1) P1 P P2 - P1은 어떤 경우에도 P2에 우선한다.

(2) P2 P P1 - P2는 어떤 경우에도 P1에 우선한다.

(3) (P1 P P2) C1  - P1은 C1의 조건아래에서는 P2에 우선한다.

(4) (P2 P P1) C2  - P2는 C2의 조건아래에서는 P1에 우선한다.23)

양 법원리 사이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상대적 우위관계를 인정하고 “구

체적인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익이, 원할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의 집행에 대

한 국가의 의무보다 현저하게 비중이 무거운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다. 이 사안에서는 법원리 P1이 법원리 P2보다 우선한다는 충분한 근거
들이 있다면 이 경우 P1은 더 큰 비중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지 그

렇지 않은지는 이 사안을 이루는 상황 C1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과

21) BVerfGE 51, 324면 이하. 이하의 분석은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79면 이하를 정리한 것이다.

22)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82면.
23) 법원리들은 보통은 상대적 우위관계에 있지만 어떤 법원리들은 다른 법원리들

에 비해서 절대적 우위관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인간존엄’ 원리나 ‘인격불
가침’의 원리가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비중의 절대적 우위성을 가지는 법원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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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의 논증에 의해서(즉 각 당사자들이 근거-반박-재근거를 드는 과정을 통

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 논증과정이 바로 ‘이익형량’ 또는 ‘비교형중’의 방법

이다. 이 사안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목숨에 치명적인 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으

로 확인될 수 있다면, 공판의 진행은 독일 기본법 제2조 2항 1문의 생명권과 

신체불가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 다. 이 결정의 정당성은 우위관계의 
조건을 명시하는 C의 타당성과 구체적 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의 논증

에 달려 있을 것이다.

4. ‘법원리 명제’와 법적 권리: ‘권리 명제’(the rights thesis)

법을 실천적 논의의 체계(law as a system of practical reasoning)로서 파악

한다면, 그것은 이미 법을 규범들의 체계로, 그것도 그 중의 어떤 규범들이 기

타의 규범들을 정당화하는 위계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권리는 위계질서를 이루는, 실천적 논의의 체계로서 법에 의해서 인정된/

부여된 권리이다.24) 위에서 서술한드워킨의 ‘법원리 명제’를 이용하면 법은 

(ㄱ) 위계질서로 짜여진 확정적 법규범들과 (ㄴ)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적 관

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법원리규범들로 구성된, 실천적 논의의 체계이다. 

그렇다면 법적 권리가 확정적 법규뿐만 아니라 법원리로부터도 나올 수 있음

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드워킨은 어떤 권리들은 실정법규(확정적 법규)에 의해서 인정되는가와 상

관없이 개인들이 가진다고 여겨진다는 데서 출발하여, 적용될 확정적 법규가 

없는 사안들(‘hard cases’)에서도 이미 누가 권리를 가지는지는 정해져 있는데, 

법원이 이 권리들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은 새로운 확정적 법규를 (입법자

처럼) 형성하는 준 입법활동이 아니라, 이미 타당한 법원리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들을 발견하고 구성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5) 드워킨이 

24) J. Raz, “Legal Rights,” in: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4(1984), 1-21면, 특히 
5면 이하.

25)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81면, 101, 104, 184면 이하. 가령 우리 
현행 헌법 제 10조 후문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내용의 조항에서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측면에 주목을 하
면, ‘불가침의 개인적 인권들’은 우리 사회의 법체계에 내재하는 타당한 도덕원리들에 
의해서 이미 승인된 것들로서 이들을 발견하고 구성을 할 의무를 법원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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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 명제’(the rights thesis)26)를 통하여 법적 권리가 확정적 법규범 외에

도 법원리에 의해서도 구성되는 과정을 해명하 다는 점은 법적 권리의 이론

역에서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겠다. 만일 우리가 드워킨의 ‘법원리 명제’와 

‘권리명제’를 좀더 고 나가면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 창출과 정당화 과정은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의 제도화 과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일

단 이 문제는 옆으로 어 놓고 법적 권리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논

의를 진행해가도록 하겠다.

Ⅲ. 권리 개념의 분석

권리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점은 의심할 나위 없이 1913년 ｢Yale Law Journal｣에 

실린 호펠드(W. N. Hohfeld)의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이다.27) 호펠드는 법적 추론과 법학에서 ‘권리’라
는 개념이 엄 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때로는 ‘법적인 청구’, 때로는 ‘법적인 자

유’(legal privilege; legal liberty), 때로는 ‘법적인 권능’(legal power), 그리고 때

로는 ‘법적인 면책’(legal immunity)을 지칭하는 혼용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권리개념의 애매함과 불분명함이 종종 잘못된 법적 추론

과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 다. 호펠드에 따르면 권리 개념으로 지칭되는 

위 네 가지 법률적 개념들은 서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독자적

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들을 면 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권리의 네 가지 형식들과 상호관계

호펠드는 법률적 추론이나 법률문헌을 고찰하면, 권리라는 용어가 다음과 

같은 각각 독특성을 가지는 네 가지 법률적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용법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관계개념이 있다고 지적한다.28) 

을 지적하고 있는 헌법적 요청이 아닐까?
26)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82면.
27) W. 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in: Yale Law Journal 23(1913), 16-59면. 호펠드의 권리론에 관한 분석으로
는 A.L. Corbin, “Legal Analysis and Terminology,” in: Yale Law Journal 29(1919), 
163-173면; D.J. Hislop, “The Hohfeldian System of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in: 
ARSP 53(1967), 53-89면.



2002. 12.] 법적 권리에 대한 연구(Ⅰ) 183

각각의 용어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네 용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1) 請求權(claim-rights)

가령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 주택을 임대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乙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반대로 乙은 甲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甲

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권리를 호

펠드는 ‘가장 엄 한 의미의 권리’(a right in the strictest sense)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請求權은 그 請求權의 내용에 상응하는(즉 권리의 내용과 동일한 내
용을 의무로 하는) 상대방의 의무와 언제나 반드시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29)

“법적인 의무는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뜻한다. 의무와 권

리는 내용상 서로 대응하는 개념들(correlative terms)이다. 권리가 침해된 경우

에는, 언제나 [그 권리내용에 대응하는-필자 첨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30)

즉 X가 Y에 대하여 Y가 X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

다면, 대응관계인 의무의 관점에서 보면 Y는 X에 대하여 X의 땅에 들어가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다. 호펠드는 이 권리의 종류야말로 통상 우리가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請求權을 의미한다고 파악한다. 바로 여기서 호펠드의 

유명한 ‘권리-의무의 대응관계’ 명제(the Correlativity Thesis)가 탄생하 다.31)

권리의 원래적 의미로서 파악되는 請求權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청
구의 주체 a는 어떤 대상 G가 청구상대방인 b에 의해서 실현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곰곰이 살펴보면 請求權은 청구주체

(a), 청구상대방(b), 청구대상(G)으로 구성된 三價關係(triadic relation)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32):

28)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20면 이하.
29)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33면: “(A) duty is the 

invariable correlative of that legal relation which is most properly called as a right or 
a claim.”

30)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32면.
31) 또는 권리와 의무의 ‘논리적 상호함축관계’(mutual entailment).



金 度 均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4호 : 171∼228184

(1) RabG: a는 b에 대해서 G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R은 권리연산자, a는 권리보유자, b는 상대방, G는 권리의 대상)

이 구조는 ‘권리-의무’ 대응관계 명제에 따라서 의무관계로 나타내면33):

(2) ObaG: b는 a에 대해서 G를 할 의무를 가진다.

(여기서 O는 의무연산자)

위의 기본도식에서 a, b, G에 무엇을 代入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가령 a가 모든 인간인지, 한 정치공동체의 구성

원인 시민인지, 특정한 개인들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b가 기타의 모든 인간인

지, 국가인지, 특정한 결사의 기타 구성원들인지, G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권리들을 구성할 수 있다. 즉, 법적인 권리에서 

추출된 이 기본도식은 모든 권리론들에 중립적인, 공통된 구조를 이룬다.

(2) 自由權(liberty-rights)

(가) 호펠드의 분석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때, 여기서의 권리는 

請求權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권리내용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나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할 의무나 또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옷

을 입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권리는 ‘自由權’이라고 불린다.34)

自由權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가 自由權을 가진다는 것은 그 自由

32)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82면 이하; R. Alexy, “Die Institutio-
nalisierung der Menschenrechte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in: S. Gosepath/G. 
Lohmann (Hg.),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Frankfurt/M., 1998, 245면.

33) 자세한 분석은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86면.
34) 호펠드는 ‘자유권’을 ‘privilege’라고 이름 붙이지만(32면 이하), 미법학에서의 

‘자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법적 자유’(legal liberty)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로
는 G. Williams, “The Concept of Legal Liberty,” in: R. S. Summers (ed.), Essays in 
Legal Philosophy, Berkely/Los Angeles, 1976, 121-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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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의 내용에 반대되는 어떠한 의무로부터도 해방되어 있다는 것이다.35) 내가 

X를 할 自由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X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할 법

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X를 할 것을 명령하는 법이 없다면 나는 X를 

하지 않을 自由權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의 자유다”라는 自

由權 진술(a)은 “너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

다”는 의무의 부정(b)을 논리적으로 함축한다.36)

둘째, 自由權은 그 自由權의 내용과 동일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의무(correlative duties)를 동반하지 않는다. 즉 내가 X를 할 自由權을 가진다

는 것은 내 자신이 X를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타인이 내

가 X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만일 내가 타인 A의 토지에 들어갈 自由權이 있다면, 나는 토지 밖에서 머물

러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 自由權의 상대방
인 A는 나의 自由權이 내용을 이루는 것에 반대되는 행위를 요구할 請求權, 

즉 내가 토지 밖에 머무르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no-right)는 것이

다.37) 따라서 自由權은 (권리보유자 측에서의) 의무와 부정관계에 있으며,38) 

상대방의 ‘請求權 없음’(no-right)과 상호대응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내 自由權의 상대방은 내 自由權의 행사를 방해할 自由權을 가질 

수 있다. 가령 축구경기에서 축구선수인 나는 골을 넣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
할 때, 나는 축구경기의 규칙 하에서 자유롭게 골을 넣을 수 있다는 自由權을 

의미하지 請求權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 권리가 請求權이라면, 상대방 

선수들은 내가 골을 넣도록 허용해야 하는 대응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런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 自由權이라면 상대방 선수 역시 

골을 넣을 自由權을 가지며 또한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골을 넣

을 自由權을 방해할 自由權을 가지게 된다.39) 이것이 우리의 직관과 법적 추
론에 맞는 것이다. 그렇다면 自由權을 권리라고 부를 실천적인 의의가 있는 

것일까?

35)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33면 참조.
36)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39면.
37)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32, 38면.
38) W. 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39면.
39) P. Johnes, Rights, London, 199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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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自由權과 ‘請求權에 의한 보호’

하트가 드는 예를 보면 좀더 분명하게 自由權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40) 국법에 따르면 나는 정원울타리 넘어 이웃을 구경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나는 정원울타리 넘어 이웃을 관찰할 권리

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自由權이지 請求權은 아니다. 만일 請求權이

라면 내 이웃은 내가 정원울타리 넘어서 그를 구경하게끔 해야 할 대응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 예에서의 권리는 自由權이기 때문에 내 이웃은 

내가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자기 울타리를 높게 세울 수 있는 권리(自由權)를 

가진다. 내 이웃이 내가 울타리 넘어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요구할 請求

權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이웃이 내가 바라보는 행위를 방해할 自由權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그런데 自由權은 自由權의 

내용에 직결되는 대응의무를 동반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請求權들을 보조내용
으로 하고 있다. 즉 내 이웃은 내가 울타리 넘어 자기를 바라보는 自由權을 

방해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높게 세울 권리를 가지지만, 나를 총으로 쏘거나 

내 눈을 찌르거나 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식으로 내 自由權을 방

해할 권리(도덕적/법적 권리)는 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하트는 “自由權은 請求權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으면 권리

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請求權의 보호울타리’(protective perimeter of 
claim-rights) 이론을 제시한다.41) 벤덤의 논법을 이어받아서 하트는 自由權을 

‘보호막 없는 자유’(‘naked liberty-rights’)와 ‘보호막이 부여된 자유’(‘vested 

liberty-rights’)로 구분한다. 전자는 그 권리와 관련해서 타인이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 자연상태에서의 自由權이다. 후자는 自由權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自由權의 행사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들)로 보호되는 自由權이다. 즉 소

극적 請求權이라는 보호울타리로 뒷받침되는 自由權이다. 그런데 모든 ‘보호막
이 부여된 자유권’이 소극적 請求權이라는 든든한 보호울타리에 의해서 보호

40) H.L.A. Hart, “Bentham on Legal Rights,” Oxford Essays in Jurisprudence(second 
series), A.W.B. Simpson (ed.), Oxford, 1973, 175면.

41) H.L.A. Hart, “Bentham on Legal Rights,” 181면 이하. 아마도 請求權들에 의해
서 보호되지 않는 自由權은 홉스의 ‘자연상태’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상태에
서는 개인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그 自

由權을 보호하는 請求權들이 없고 그에 대응하는 타인의 의무 역시 없기 때문에 그 自

由權은 권리로서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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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自由權들은 그저 ‘일반적 의무’라는 보통의 보호울타리만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과

일을 발견했다고 하자. 각자는 그 과일을 주울 自由權이 있고, 상대방보다 빨

리 달려서 그 과일을 주움으로써 상대방이 과일을 가질 自由權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는 과일을 줍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폭력으로 위협해
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형법상의/도덕상의) 의무들을 지며, 그런 한에서 각

자는 상대방의 그러한 의무들에 대응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일반적인 

의무들의 경계선’이 각자가 자신의 自由權을 행사하면서 경쟁할 때 지켜야 할 

선이다. 만일 문제가 되는 自由權이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기본적 自由權일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대응의무에 의해서 

매우 든든하게 보호된다. 즉 뒤에서 언급할 ‘免責(immunity)으로서의 권리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自由權들은 그 정도까지 보호되지는 않

을 것이다.42)

만약 어떤 自由權이 위에서 든 ‘보호울타리들’을 통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

다면 그것을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권리로 취급해야 할 의의는 없을 것이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自由權 역시, 請求權처럼 권리의 내용과 동일한 

의무를 동반하지는 않지만, 보조 의무들 또는 소극적 請求權들에 의해서 보호
를 받고있다는 약한 ‘권리-의무 동반대응’명제를 주장할 수 있겠다.

(다) 自由權과 請求權의 비교

自由權과 請求權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권리보

유자의 관점에서 보면, 自由權은 권리보유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반면에 請求權
은 타인이 권리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무엇을 하지 않아

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여기에 自由權

의 중요성이 놓여 있다. 내가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취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권리가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

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언제나 자유권을 다루고 있다.43) 그리고 실제

42) H.L.A. Hart, “Bentham on Legal Rights,” 180면 이하.
43) P. Johnes, Rights,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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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이야기 할 때에,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방해받지 않아

야 할 권리(소극적 청구권)를 가지는 이유는 먼저 내가 그것을 할 자유가 있

기 때문에 또는 자유롭게 그것을 할 자유를 가질 충분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

에 자유권을 가진다는 데 있다고 보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즉 정당화의 순서 

상 自由權이 請求權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는 것이다.

(3) 권능(powers)

내가 유언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때의 권리는 내가 내 사후에 나의 재산

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들’(legal facilities)을 

법이 나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바꿀 법적인 능
력(legal ability)은 請求權이나 自由權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44) 가령 계약을 

체결할 권리, 물건을 팔거나 살 권리, 유언을 할 권리,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할 권리, 투표할 권리, 소송을 할 권리 등등은 어떤 권한 또는 힘(power)을 함

축한다. 이 경우의 권리보유자들에게는 어떤 법률행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

는 소멸하는 힘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물건의 소유자가 소

유권포기(abandonment)를 선언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자신의 모든 종류의 
권리들(請求權, 권능, 면책권 등등)을 소멸시킬 수 있고 동시에 그리고 상호대

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포기된 물건에 대한 권능(즉 그 물건을 가짐

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능)을 생겨나게 한다.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한 자

신의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타인이 그 물건과 관련된 권리들을 

갖게 되는 법률관계를 창출할 수 있다.45) 만일 내가 B와 대리계약을 맺었다

면, 그것을 통해서 대리인이 된 B는 법적 권능을 가지게 되고 본인인 나는 B
의 권능에 상응하는 지위인 liability에 놓이게 된다.46)

권능의 개념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판사는 재판

을 주재할 권리를 가지며,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

의원은 상정된 법안에 대하여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때, ‘권능으로서

의 권리’ 개념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보통 시민으로서의 나는 이들 권리들

을 갖지 못한다. 내가 그러한 권리들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은 법적으로 내가 

44)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44면 이하.
45)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45면.
46)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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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할 수’(can) 있는 힘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47)

권능으로서의 권리 개념에 논리적으로 상응하는 법률개념(the correlative of 

a power)은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아래에 놓인 상태’(liability)이다. 권능을 행

사하는 자의 상대방은 liability라는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liability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른 이의 권능의 지배아래에 놓인다는 것이다.48) 이 경우 

liability는 불이익이나 부담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이득을 포함하는 경우
도 있다. 가령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증여’와 같은 경우 liability의 상태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권능의 반대물은 ‘…할 수 없

음’(legal disability) 또는 ‘권능없음’(no-power)이다.49)

(4) 免責으로서의 권리(immunities)

내가 免責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권능아래

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나는 다른 사람의 권능행사에서 해방되어 있

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와 관련해서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 또

는 소멸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P가 X에 관하여 면책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Q(또는 모든 사람들

은)는 X에 관련해서 나의 법적 지위에 향을 미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免責權利에 대응하는 개념은 ‘할 權能 없음’(disability; no-power)이고, 

免責의 부정(the opposite of an immunity)은 ‘타인의 권능의 지배아래에 놓여있

음’(liability)이다.50) 내가 免責權利를 가지고 있으면, 내 상대방은 그 대응관계
로서 내 권리를 어쩔 수 없는 상태 즉 ‘권능없음’의 상태이다.51)

가장 명확한 免責權의 예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自由權들이나 請求權들, 외

교관의 면책권이다. 가령 미국 헌법의 경우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47) P. Johnes, Rights, 23면.
48)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54면: “Perhaps the 

nearest synonym of ‘liability’ is ‘subjection’ or ‘responsibility’.”
49)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45, 55면.
50)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53면: “A liability is 

the opposite, or negative, of immunity(or exemption).”
51)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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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권리들은 입법부의 

권능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 이 권리들과 관련한 시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

려는 입법부의 시도는 헌법이 부여한 권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이

다. 미국 의회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기보다, 애초에 그

러한 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킬 권능이 없는 것이다(legal disability).52) 즉 어떤 

종류의 권리들은 상대방의 ‘권능없음’을 논리적인 대응물로 가지는 경우가 있
는 것이다. 민법의 경우 토지소유권자인 나는 내 토지를 팔 권리(권능)를 가지

면서 동시에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토지가 처분되지 않을 권리(타인

의 권능 아래에 놓이지 않을 免責權)도 가지고 있다.53)

免責權은 自由權과 비슷하게 소극적으로만 규정될 수 있다. 즉 免責權은 

‘(타인의) 권능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면책권은 ‘타인

의 권능으로부터, 즉 타인이 나의 법적 지위를 좌지우지할 처분력으로부터 자
유로운 상태’이다. 따라서 免責權은 自由權과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개념’이다. 

自由權이 의무지워 지지 않은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듯이, 免責權 역시 다른 

사람의 권능아래에 놓이지 않는 모든 경우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2. 중간 요약

호펠드는 네 가지 종류의 권리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請求權은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요구 주장이며, 自由權은 타인의 請求權으로

부터의 자유이다. 권능은 타인의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處分力’이며, 

면책은 어떤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타인의 ‘처분력’으로부터의 자유이다.”54)

호펠드는 위에서 든 여덟가지 개념들 ―請求權과 의무, 自由權과 請求權없

음, 권능과 liability, 면책과 권능없음― 이 “법의 가장 최소의 공통분모”(the 

52) R. Martin, A System of Rights, Oxford, 1993, 30면.
53) W.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55면.
54) “A right is one's affirmative claim against another, and a privilege is one's 

freedom from the right or claim of another. Similarly, a power is one's affirmative 
‘control’ over a given legal relation as against another; whereas an immunity is one's 
freedom from the legal power or ‘control’ of another as regards some legal 
relation.”(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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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st common denominators)를 이루며, 우리가 권리진술과 대면했을 때 그것

이 어떤 종류의 권리일까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 다. 호펠드에 의

할 때 권리 요소들 상호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권리유형과 대응/부정관계55)

Right Liberty Power Immunity

↕ ꀸ ↕ ↕ ꀸ ↕

Duty No-right Liability Disability

위에서 든 네 가지 종류의 권리들은 기본 단위이며, 실제 우리가 부딪치는 

권리들은 이 권리들 중 하나이거나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

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는 의무관계를 가지

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진
다고 할 때,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때, 학습권을 가진다고 할 때, 파업권

을 가진다고 할 때, 도대체 그 권리의 종류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해

야만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와 한계

호펠드의 권리분석은 법적 권리의 역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 권리의 역

에서도 유용하다. 특히 도덕적 自由權과 도덕적 請求權 사이의 구분은 인권이
론의 발달에 그리고 인권론과 도덕철학을 연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다만 호펠드의 권리분석이 해결하지 못한 역들이 있고 뒷 세대들은 

그 미완의 분야를 해결하는 데 호펠드의 이론을 적용 보완하려고 노력한다.56)

55) W. 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30면 참조. 여기서 
‘↕’는 대응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ꀸ’는 ‘부정’(negation)을 나타낸다. 이 관계는 다음
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청구권

(claim-rights)

자유권

(liberty-rights)

권능

(power-rights)

면책

(immunity)

대응관계

(상대방의 지위)

의무

(duty)

청구권없음

(no-right)
liability

권능없음

(disability)

부정관계

(opposite)

청구권없음

(no-right)

의무

(duty)

권능없음

(disabilit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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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펠드 이론의 취약점

호펠드는 의무의 개념을 권리(請求權)와 대응하는 ‘관계’개념으로서 분석한

다. 즉 호펠드의 의무개념은 나와 타인(또는 전체 인간) 사이의 쌍방관계를 전

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請求權은 언제나 의무를 논리적 대응물로 동반하지만 
의무 역시 거기로부터 권리를 대응물로 동반하는가? 실제 의무와 권리 사이를 

고찰하면 언제나 ‘권리→의무’의 도출방향은 성립하지만, 항상 ‘의무→권리’

라는 도출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이른바 ‘기우뚱한 대응관계’(asymmetrical 

correlativity)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호펠드의 권리분석에서

는 마치 의무가 존재하면 언제나 권리가 상응하는 듯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

나 사실은 특정한 종류의 의무들이 존재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들이 존재한

다고 말해야 더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종류의 의무들’이 무엇인

지를,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57)

가령 호펠드의 請求權은 헌법에서 사용되는 개인의 권리 개념을 적절하게 

포착하게 한다. “X는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진

술은 통상 사람들이 X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데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어떤 특정한 개인 X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진술이 무엇을 

함축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개인 X에게 의무를 진다는 진술이 단순히 “불특정 

일반에게 또는 일반적으로 의무를 가진다”라는 진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해명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X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행해졌다는 점뿐만 아니라 권리보유자 X 자신이 잘못 

대우받았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58)

따라서 권리의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X는 자신의 권리 Rk에 대응하는 

의무 Dk에 대하여 (기타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즉 대응의무 Dk가 위반된 경우에 X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이행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하여, 그 의

무가 위반된 경우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바로 

56) 이 점에 대해서는 P. Johnes, Rights, 47면 이하 참조; L. W. Sumner, The 
Moral Foundation of Rights, Oxford, 1987, 92면 이하 참조.

57) L. W. Sumner, The Moral Foundation of Rights, 24면 이하.
58) J. Waldron, “Introduction,” in: J. Waldron, Theories of Rights, Oxford, 198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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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수한 관계의 성격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해명하지 않고서는 의무에 관

한 진술로부터 곧바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진술을 도출할 수는 없다.

호펠드 권리론의 또 다른 불분명한 점은 ‘권리-의무’의 대응관계가 ‘단일권리

-단일의무’의 대응관계인가 아닌가가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호

펠드의 ‘권리-의무 대응명제’는 하나의 권리에 하나의 의무가 대응한다는 내용

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 특히 
‘개인-국가’의 측면에서 보면(즉 헌법적 차원에서의 기본권들), 하나의 법적인 

권리에 대하여 하나의 의무만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三重의 의무관

계가 대응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i) 권리주체자에게서 그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을 의무, (ii) 다른 사람들이 권리주체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터 권리주체자를 보호할 의무, (iii)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권리주체자를 

구조할 의무.59) 만일 국가가 이 세 가지 의무들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
면, 법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2) 네 가지 권리 유형 구분의 실천적인 의의

그렇다면 호펠드의 구분은 법률적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래에
서는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 보고

지 한다.

(가)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消極的 請求權이 아니라 自由權(소극적 방어권)

이다. 그렇다면 내 양심을 표현해야 할 의무나 내 양심을 표현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타인은 나에게 양심을 표현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요구할 請求權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양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

리’는 타인이 나에게 양심을 표현하지 말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과 내

가 양심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포

함한다.60) 그러나 내가 양심을 표현할 때 타인이 방해할 수 있는 自由權(라디

오 방송을 크게 튼다거나 소리를 질러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

59) H. Shue, Basic Rights. Subsistence, Affluence, and U.S. Foreign Policy, second 
edition, Princeton, 1996, 52면.

60) 성낙인, 헌법학, 박 사, 2002,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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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하트의 ‘보호울타리설’61)과 ‘三重義務 대응명제’62)에 

비추어보면,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良心의 自由에 대한 권리는 ‘소극적 請求

權들’(양심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권리)과 국가의 소극적 의무들

(양심의 행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과 적극적 의무들(제3자가 한 개인의 양심

행사를 침해할 때 막아야 할 의무)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현실에서 실현된
다. 따라서 논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 입법자는 自由

權의 실현에 필수적인 請求權들을 지정해 놓아야 하며, 법원은 입법자의 의사

를 추정하여 自由權의 실현에 필수적인 請求權들을 해석을 통하여 도출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自由權은 타인의 대응의무를 동반하지 않지

만,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간섭하고 그 행사를 제약하는 타인

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들을 보호막으로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63)

그렇다면 自由權의 실현에 필수적인 請求權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헌법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일단 自由權과 請求權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ⅰ) X는 Y에 대하여 G를 할 自由權이 있다.

(기호화: LxyG = ￢Oxy￢G ∧ ￢OxyG = PxyG ∧ Pxy￢G (여기서 

P는 허용 연산자).)

(ⅱ) X에 대하여 Y는 X가 G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기호화: ￢Ryx￢G)

(ⅲ) X에 대하여 Y는 X가 G를 하는데 방해(HG)해서는 안될 의무를 진다.

(기호화: Oxy ￢HG)

(ⅳ) X는 Y에 대하여 자신이 V를 할 때 방해(HG)하지 말 것을 청구할 권

리를 가진다. (기호화: Rxy ￢HG (논리적 대응관계 명제에 따라서))

(ⅴ) X에 대하여 국가는 X가 G를 하는데 방해(HG)해서는 안될 의무를 진다.

(개인의 소극적 방어권과 국가의 소극적 의무 동반: 하트의 ‘보호울타

리’이론에 따라서)

(ⅵ) X에 대하여 국가는 Y의 방해로부터 X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61) 앞의 Ⅲ.1.(2).(나) 참조.
62) 앞의 Ⅲ.3.(1) 참조.
63) N.E. Simmonds, “Rights at the Cutting Edge,” 15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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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적극적 청구권과 국가의 적극적 의무 동반: 하트의 ‘보호울타

리’이론에 따라서)

(v)의 경우 소극적 방어권의 보유자는 동시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

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가진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또는 법적 자유 

일반)는 소극적 청구권과 권능을 동반하며, 그러한 경우에만 비로소 ‘국가에 
대한 소극적 자유권’이라는 기본적 자유권이 현실적이고 법적인 의미를 가지

게 될 것이다.64) (vi)의 경우 국가는 제3자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로부터 권리

보유자를 민․형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 행동을 취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아

가서 양심의 핵심 역은 면책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는 이 역에 

관하여 법적 지위를 건드릴 권능이 없다.

(나) 행복추구권

헌법학상 논란이 많은 ‘행복추구권’ 규정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행복추구권

은 請求權, 自由權, 권능, 면책권의 요소들이 혼합된 복합적인 권리이다. 따라

서 행복추구권에 대응하는 국가와 타인의 법적 지위들(의무, 請求權 없음, 

liability, 권능없음) 역시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맥락에 따라서 행복추구권의 요
소들을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고찰하지 않는다면 행복추구권은 그야말로 ‘고무

줄조항’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65)

권리의 종류나 형태가 이렇게 다르다면, 도대체 서로 성격과 내용이 다른 

권리의 종류들을 ‘권리’이게 하는 공통분모는 없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

을 내리려면 실질적 권리이론을 고찰해야 한다.

64)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209면 이하.
65) 가령 헌재 1997. 7. 16. 95헌가6 (‘동성동본금혼규정’에 관한 판결)에서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 조건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행복을 느끼는 정신적 상태는 생활환경이나 생활조
건,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이 불확실한 개념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적 논
의도 없지 (않다)”라고 하면서 ‘행복추구권’의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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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적으로 ‘부여된/인정된’ 권리의 의미: 권리와 의무의 

근거에 대한 논의

이제 “법적인 권리는 법규범에 의해서 부여된/인정된 권리이다”라는 명제의 

세 번째 부분을 이루는 ‘부여된/인정된’이라는 용어를 해명하여야 할 차례이다. 

請求權이 호펠드 권리유형 중에서 ‘본래적 의미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 청구

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

위에서 필자는 청구권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① “권리보유자 a 는 상대방 b를 향하여 G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RabG = ObaG: ‘권리와 의무의 논리적 대응관계’ 명제에 따라서)

이것이 청구권의 구조에 관한 도식이라면, 권리의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② “권리보유자 a 는 근거 Z에 의거하여 상대방 b를 향하여 G에 대한 청구

권을 가진다.” (RabG = ObaG by virtue of  Z)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請求權은 언제나 대응하는 의무를 동반하며 기

타의 권리 종류들은 의무와는 다른 종류의 대응관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권리
-의무’의 대응설을 거꾸로 보아서 “의무는 언제나 대응하는 권리를 동반하는

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청구권의 대응의무에 대해서 권리보유자가 가

지는 특수한 지위는 어디에서 생겨나며 그 성격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논쟁

이 벌어져 왔다. 즉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권리가 부여되는가?”라는 물음을 

둘러싸고 권리에 대한 일반론이 형성되었다.

1. 고전적 意思說과 利益說

사비니와 예링 이후로 법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법적 권리의 성격을 ‘법적으

로 보호되는 利益’(legally protected interests)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법

적으로 존중되는 選擇’(legally respected choices)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를 놓고 

다투어 왔다. 이름하여: 利益說(the benefit/interest theory of rights)과 意思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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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ice/will theory of rights). 양이론은 “어떤 근거 때문에 권리가 타인의 

의무를 창출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일단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고전적인 

意思說과 利益說을 ‘엄격한 의미의 권리로서 청구권’에 중심을 두고 다음과 같

이 간략하게 풀이하도록 하자.

(ⅰ) 意思說: 한 개인 X가 무엇 K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K와 관련하여 일정한 법률관계 속에서 X의 意思가 다른 사람들의 意思보다 우

월한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66)

(ⅱ) 利益說: 고전적으로 권리에 대한 利益說에서는 권리는 ‘利益’(benefits)이

며 법이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모든 법은 의무를 부과하며, 그렇게 부과된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

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권리를 가진다”라는 논법이다. 따라서 권리를 구성하

는 본질적인 요소는 타인들이나 세계에 대하여 (호펠드가 네 가지 권리의 종류

에 각각 대응하는 관계들인) ‘의무’, ‘권능없음’(disability) 또는 ‘liability’를 부과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타인으로부터 또는 세계로부터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보호하거나 증진하려는 시도이다. 권리의 본질은 바로 “개인

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67)

일단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의된 意思說과 利益說로부터 논의를 진행해가도

록 하겠다.

2. 현대의 권리론의 두 갈래68)

현대의 권리론은 기본적으로는 意思說과 利益說로 대별되지만, 양이론을 아

우르려는 또 하나의 이론인 ‘타당한 주장으로서 권리’(rights as valid claims)를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 물론 이 제 3의 이론은 意思說과 利益說의 어느 하나에 

66) F. C.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 Bd. I, Berlin, 1840, 7, 
331면 이하 참조.

67) 가령 R. v. Jhering, Geist des Römischen Rechts auf den verschiedenen Stufen 
seiner Entwicklung, Teil 3, 5. Aufl., Leipzig, 1906, 339면.

68) 현대 권리론에 대한 심도깊은 논쟁을 살펴보려면 Matthew H. Kramer/N.E. 
Simmonds/Hillel Steiner, A Debate Over Rights. Philosophical Enquiries, Oxford, 1998. 
이 책에서 크레이머는 이익설을, 스타이너는 보다 전형적인 의사설을, 시몬즈는 약간 
변형된 의사설을 옹호하면서 권리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과 법학적인 분

석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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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된 또는 이들 이론을 각각 보완하려는 이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 意思說: 자율성으로서의 권리

현대의 意思說은 하트의 1973년의 논문 ‘Bentham on Legal Rights’에서 본
격적으로 제시되었는데,69) 이 논문에서 하트는 권리의 본질적인 요소를 ‘선택’

이라는 개인의 意思에서 찾았다.

(가) 請求權의 경우

하트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범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과 다른 특징은 무엇

인가?”라고 물으면서,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들 중에서 어떤 규범들은 의무담지
자의 의무이행을 상대방의 선택에 좌우되는 관계로 만드는데, 바로 이러한 종

류의 의무부과규범들이 권리를 부여하는 규범이라고 답한다.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의 존재가 권리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트는 타인의 의무가 있다는 

조건에 타인의 의무를 처분할 수 있는 힘(control)을 결합하여 권리를 특징지

웠다.

“의무로 채워진 행위 역에서, 권리를 가지는 개인은 자신이 관할하는 의무

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주권자이다. 이 의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處分權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i) 권리보유자는 의무를 면제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거나,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할 수 있다; (ii) 의무가 위반하거나 위반될 위

험이 있을 때 권리보유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채’ 두거나 아니

면 보상을 요구하는 訴를 제기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또는 계속

될 의무위반을 제약하기 위하여 방해배제청구의 訴를 제기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그리고 (iii) 의무위반이 야기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면제 또

는 소멸시킬 수도 있다.”70)

이러한 발상에 힘입어서 현대의 意思說은 利益說의 난점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를 든다.71) 가령 어떤 한 사람(甲)이 꽃가게 주인(乙)에게 결혼할 신
랑신부(丙)에게 화환을 배달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 다고 하자. 

69) H.L.A. Hart, “Bentham on Legal Right,” 171-201면.
70) H.L.A. Hart, “Bentham on Legal Right,” 192면.
71) H. Steiner, An Essay on Rights, Oxford, 61면 이하(약간 변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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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乙의 의무수행의 수혜자는 신랑신부이지만, 乙의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자는 수혜자인 丙이 아니라 의무이행의 수혜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甲이

라는 것이다.

“여기에 [권리에 대응하는] 대응의무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 즉 그 의

무들은 처분가능 하다(controllable)는 것,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의무들

이 이행됨으로써 이익을 받는 제3자 乙에 의해서가 아니라 甲에 의해서 의무면

제라는 효과가 선택됨으로써 대응의무들이 소멸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들의 특징인 것이다. 甲의 주문이 여전하면, 乙은 대응

의무(배달)를 진다. 만일 甲이 취소하면 乙은 더 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비

록 乙이 화환을 배달하지 않음으로써 丙이 받을 이익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의무관계의 수혜자가 권리 없는 제3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利益說]에게

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는, 利益說이 주장하는 권

리의 본질적인 특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意思說이 주장하는 권리의 본질적인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권리보유자가 되는 것은 의무를 처분하는 

자(the controllers of the duty)이지 그 수혜자가 아닌 것이다. 利益說이 주장

하는 것과는 반대로, 권리보유자인 것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의 수혜자인 것

에는 일대일 상응관계(one-to-one correspondence between being a 

right-holder and being the beneficiary of a correlative duty)가 없다.”72)

이것이 意思說이 利益說을 비판하는 핵심을 이룬다. 분명해진 것은 意思說

的 권리이론에는 호펠드의 權能으로서의 권리의 요소가 핵심요소라는 점이다. 

즉 意思說은 권리를 권리보유자가 상대방이 가지는 의무에 대해서 가지는 권

능의 관점에서 해명하려고 한다. 가령 Q가 무엇인가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
면, 그리고 그 의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분명 

Q를 그 의무로부터 면제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대방 P가 있다. 이렇게 

타인의 의무를 지배(이행요구, 변경, 소멸)할 수 있는 권능이 P로 하여금 권리

보유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Q는 P에게 어떤 약

속을 하 다면, Q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P는 언제

라도 Q를 그 의무에서 면제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P는 
그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72) H. Steiner, An Essay on Rights,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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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說에 따르면 권리보유자는 상대방의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6개의 

선택지로 구성된 權能들을 가지고 있다73):

(ㄱ) 의무면제(소멸)의 권능

(ㄴ) 의무를 존속하게 할 권능(=의무이행요구의 권능)

(ㄷ) 의무이행의 강제를 위한 절차를 포기하게 할 권능(의무위반에 의해 발

생한 손해배상의 訴를 포기할 권능)

(ㄹ) 의무이행의 訴를 추진할 권능

(ㅁ) 의무이행요구를 포기할 권능

(ㅂ) 의무이행을 요구할 권능

“구제수단이 없이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와 “진정한 권리는 집
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고려하면 意思說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겠다:

어떤 주장 또는 법적 지위 K를 권리로 만드는 것은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들

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권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74)

즉 意思說은 모든 종류의 (법적) 권리에는 반드시 ‘권리실현의 권

능’(enforcement powers)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권리는 호펠

드의 권리요소들 중 어느 하나로만 이루어진 單一原子構造의 성격(atomic 

character)을 가진다기보다 多元子 分子構造의 성격(molecular character)을 가진

다는 것이다. 즉 법적 권리는 호펠드의 권리의 네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방식

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75) 그러므로 법적 청구권에
는 대응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그 이행과 관련된 權能들이 반드시 부속되어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청구권을 보유한 자는 곧 대응의무의 이행과 관련

된 권능들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73) H. Steiner, “Working Rights,” in: A Debate Over Rights, 240면.
74) H. Steiner, “Working Rights,” 244면 이하.
75) 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L.W. Sumner, The Moral Foundations of Rights, 1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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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리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의무와 권능의 존재

意思說에서 보면 권리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언제나 호펠드 도식에서의 權

能(즉 의무시행 및 면제의 권능 powers of enforcement/waiver)을 반드시 함유

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권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

(또는 사적 자치 또는 사적 이니셔티브)의 측면을 반 하고 실현하는 개념으

로서, 권리보유자는 상대방의 의무를 집행하게 하거나 면제시켜 줄 권능(權能
의 요소)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이 권능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행사하지 않

을 것인지를 선택할 自由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76) 상대방은 권리보유자에 

대하여 단순히 의무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請求權의 대응관계) +

liability(=권능의 대응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 권리론’은 법적 권

리를 호펠드의 권리요소들의 결합체(rights as complex conjunctions of simple 

Hohfeldian elements)로서 파악한다.77)

따라서 법이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라고 할 지라

도, 또는 乙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甲이 의도적으로 丙에게 이익을 받게 하려

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수혜자가 타인의 의무에 대하여 處分力을 가지지 못

하는 경우에는(또는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意思說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意思說의 공통 핵심명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ⅰ) X가 권리를 보유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타인의 의무에 대해서 X가 집

행을 요구할 수 있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ⅱ) X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통해서 X의 이익들이 증

진되는 것은 아니다.

(ⅲ) 어떤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X의 이익들의 증진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X가 그 권리를 실제로 가지기 위한 충분조

건은 아니다.

76) M.H. Kramer, Rights Without Trimmings, in: A Debate Over Rights, 99면: 
“(F)or the Will Theorists, a rights consists of a claim plus a power of enforcing or 
waiving the claim (plus a liberty to exercise the power and a liberty to forbear from 
exercising it).”(강조는 필자가 첨가한 것임)

77) N.E. Simmonds, “Rights at the Cutting Edge,” in: A Debate Over Rights, 217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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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說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意思說은 권리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의 自律性(私的 自治性)의 보호’라는 근대 이성법의 규범적 가치를 

분명하게 포착한다.78) 둘째, 일상적으로 우리가 권리언어들을 사용할 때의 특

징을 意思說은 매우 정확하게 반 한다. 가령 우리들이 권리를 ‘보유’한다거나 

‘행사’하며 ‘주장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말할 때 이런 권리언어들의 표현은 

무언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意思說에서 잘 반

되고 있다는 것이다.79)

(2) 利益說: 행복보장으로서의 權利

利益說의 근본사상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권리의 목적은 개인에게 중

요한 이익 (interests) 또는 행복(well-being)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중

요한 이익’ 또는 ‘幸福’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가 무엇인지가 확정될 것이다.

(가) 意思說의 난점

현대의 利益說은 意思說의 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선 첫 번째 난점은 권리주체와 관련되어서 나타난다. 임의의 개인 X가 P

와 관련하여 타인 Y에 대하여 意思說的 權利의 주체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X

가 P와 관련하여 타인 Y의 행위(의무)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로지 합리적인 능력을 가진 개인들만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어, 意思說에서는 정신장애자, 의식불명자, 어
린아이, 죽은 자, 미래의 세대 등이 권리주체로부터 배제된다는 결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80)

78) L.W. Sumner, The Moral Foundations of Rights, 98면 이하; H. Steiner, 
“Working Rights,” 262면 이하; C. Wellman, “Legal Rights,” in: C. Wellman (ed.), 
Rights and Duties. Vol. 1, 220면 이하 참조.

79) P. Johnes, Rights, 34면.
80) N. MacCormick, “Children's Rights: A Test-Case for Theories of Rights,” in: 

ARSP 62(1976), 305-316면. 여기서 맥코믹은 어린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가 무엇
인지에 대한 논의가 意思說과 利益說 중 어느 이론이 더 적합한지를 판가름하는 ‘시험
사례’라고 말한다. 동물, 식물, 미래세대가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
지를 고찰하는 J. Feinberg, “The Rights of Animals and Unborn Generations,”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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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意思說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비판으로는 민사법 

역이외의 형법이나 공법의 역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은 意思說이 드는 권리

의 특징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형법과 민법은 각 개인에

게 부당한 폭력을 당하지 않을 법률상의 지위(형법 제257조 이하; 민법 제750

조 이하)를 보장한다. 意思說에 따르면 형법상의 이 보호는 개인에게 부여된 

단순한 요구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전혀 권리가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그 법
적 지위를 가진 자는 타인의 의무를 면제시켜줄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지위가 민법상으

로는 권리로서 인정되면서, 동시에 형법상으로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기이

한 결과가 생겨난다.

이 비판을 좀더 고 나가면 개인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이익들에 관련

된 범죄를 금하는 형법규범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들은 ‘처분권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가 아니게 되고, 그보다 못한 중요성을 가지는 이익들을 보호하는 

민법규정에서 나오는 권리들은 권능이 결부된다는 이유로 권리로 인정되게 될 

것이다.81) 왜냐하면 意思說에 서는 권리란 ‘請求+施行/免除의 權能’(claims- 

with-powers-of-enforcement-or-waiver)이지 단순한 청구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으로서의 개인에게 중요한 이익들은 당사자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82) 세 번째, 意思說은 헌
법상 免責權(=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免責權의 성격

을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은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종류의 법적 지위이다. 

각 개인들에게 이 (면책으로서의) 권리들이 부여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책에 해당되는 법적 지위는 권리로써 인정되는 것인데, 意

思說의 입장에서는 權能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權利일 수가 없다는 것이

다.83)

自由權과 權能의 경우에는 請求權의 경우보다도 더욱 명백하게 개인의 선택

이라는 요소가 권리로서의 지위를 특징짓는다. 따라서 請求權, 自由權, 權能의 

Wellman (ed.), Rights and Duties Vol. 3: New York/London, 2002, 51-77면 참조.
81) 가령 D. N. MacCormick, “Rights in Legislation,” 197; M.H. Kramer, “Rights 

Without Trimmings,” 73면.
82) M.H. Kramer, “Rights Without Trimmings,” 74면 이하.
83) 이러한 意思說의 약점은 하트 스스로가 지적하 다. H.L.A. Hart, “Bentham on 

Legal Rights,”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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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意思說의 관점이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免責權의 경우에는 

意思說이 난점을 보인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한 개인의 免責權은 상대방의 

‘권능없음’에 대응한다. 현대의 법체계에서 어떤 개인도, 비록 자신이 동의하

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타인의 노예로 되게 할 수 없다. 만일 타인 Y의 권능

으로부터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는 법적 지위가 免責權이라면, X가 

그 免責權의 보유자인데 그 免責權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능의 지배아래

에 노예로서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를 意思說이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

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도 권리(=스스로를 타인의 노예로 만들 권리)로 보장한

다면 意思說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 免責權

의 보유자가 免責權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권

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대 법체계에서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터이다. 이것이 免責權의 역에서 意思說이 빠지는 중대한 딜레마이다. 이른
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意思說에서는 권리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만일 意思說이 옳다면, 다음과 같은 逆說이 생겨난다84):

意思說의 逆說: 어떤 권리 R이 양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면 것일 
수록, 그만큼 권리로서의 성격은 약화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일상적인 법률적인 논의에서 우리는 타인을 고문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때, 그 누구도 고문행위의 잠재적 희생자(그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의 보유자이기도 한데)가 고문을 하지 않아야 할 우리

의 의무를 면제시켜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意思說의 입장을 

일관되게 고 나가면 고문으로부터 免責權이 있는 권리보유자는 우리를 대응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시켜줄 권능을 가진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이미 직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도덕적인 체계에서도, 법률적인 체계에서도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로부터 利益說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선택’ 또는 개인적 자율성(=私的 自治性)이 권리의 중요한 요소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의무를 집행하거나 면제시키는 권능을 

84) D.N. MacCormick, “Rights in Legislation,” 1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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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85)

利益說은 “임의의 개인 X가 P에 대하여 (도덕/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

는 진술에는 P가 X에게 보장될 것이 (도덕적으로/법적으로) 요청된다는 규범

적 언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만일 P가 X에게 보장되지 않을 경우 X에

게 어떤 심각하게 부당한 결과가 생길 것이므로 X에게 P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한다.”는 규범적 판단이 권리담론의 중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인데, 意思說은 

이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보장되고 증진될 

개인들의 중요한 이익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어떻게 권리를 정당화할 수 있겠

느냐는 것이 利益說의 주장이다.

(나) 利益說의 기본 주장들

현대 利益說의 입장을 정식화하자면 다음과 같다86):

어떤 개인 X의 利益 Ik이 權利가 되는 것은, (i) X가 권리를 보유할 능력이 

있고, (ii) 기타의 조건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 이익이 타인을 

의무아래에 둘만큼 충분히 중요한 경우에, 즉 (i), (ii)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

우에 그리고 오로지 그 경우에만, 그 이익은 권리이고 그렇게 보호된 이익의 

소유자인 X는 권리주체가 된다.

고전적 利益說에서처럼 의무이행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 어떤 이익의 소유

한다는 것이 권리론의 핵심사항이기는 하지만, 특징이라면 권리가 의무의 근

거이자 토대를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87) 따라서 현대 利益說에 따

르면, ‘권리와 의무의 대응관계’ 명제는 권리와 의무가 한 동전의 양면처럼 단
순히 논리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논리적 대응관계: 

logical correlativity)뿐만 아니라,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정

당화근거로서의 대응관계’(justificational correlativity)에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

고 있다.88) 즉 권리는 의무에 논리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선행해서 존재한다

85) J. Waldron, “Introduction,” in: J. Waldron (ed.), Theories of Rights, 7면 이하.
86) J. Raz, “On the Nature of Rights,” in: C. Wellman (ed.), Rights and Duties. 

Vol. 1, 195면.
87) J. Raz, “On the Nature of Rights,” 19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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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89)

현대 利益說의 또 다른 특징은, 의무이행을 통해서 얻게 될 당사자의 이익

이 곧 그 개인의 권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호될 관련이익이 타인을 의무

에 둘 만큼의 ‘충분한 중요성’(sufficient importance/weights)을 가진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무부과를 정당화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

는 이익만이 권리로서 승인된다는 것이다. 법은 개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그 내용이나 중요도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請求權의 형식으로, 自由

權의 형식으로, 권능 또는 免責權의 형식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다.

만일 자유가 개인에게 부과됨으로써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면, 그 자유를 권리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각 개인은 굶어죽을 자유를 가지지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굶어서 죽는 

것을 개인에게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각 개인이 굶어죽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죽을 자유를 권리(즉, ‘굶어죽을 自由權’)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90)

세 번째 특징은 권리를 보유할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 자연인

이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권리로서 보호될 대상인) 

이익이 권리보유자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91)

利益說에 따르면 (i) 의무는 권리로부터 도출된 의무들과 (ii) 기타의 실천적
(규범적) 요구에서 도출된 의무들로 나뉘어진다. 권리보유자의 이익이 타인을 

의무에 둘만큼 중요성을 가졌을 때, 의무 D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되며, 

권리와 상관하지 않는 의무들에 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권리로 승인될 만한, 따라서 타인을 의무관계에 둘 

수 있을 이익 Ik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利益說은 대략적으로만 답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침은 각각

88) J. Raz, “On the Nature of Rights,” 199면 이하.
89) N. MacCormick, “Rights in Legislation,” 201: “It is not only the case that the 

vesting of a given right is temporally prior to the vesting of the correlative duty, but 
it is also the case that (...) right is logically prior to duty as well.”(강조는 필자)

90) 이 예는 P. Johnes, Rights, 29면.
91) 물론 법인도, 그 이익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법인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도덕적 근거에 대하여는 가령 P.A. 
French, “The Corporation as a Moral Person,” C. Wellman (ed.), Rights and Duties. 
Vol. 3, 299-307면.



2002. 12.] 법적 권리에 대한 연구(Ⅰ) 207

의 법 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전제들로부터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利益說의 대표자인 라즈(J. Raz)의 말을 빌어서 권리의 근거로서의 ‘이

익’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라즈는 ‘의무부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

에 근거하여 권리를 창출하려는 ‘단순한 利益說’(a simple interest theory of 

rights)을 거부한다.92)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 규범적 논거들을 종합하

여 어떤 이익이 권리를 창출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

한 충분한 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익→권리→의무]의 정당화관계가 성립한

다는 것이다.93) “권리보유자의 어떤 이익들이 타인을 의무관계에 둘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도덕철학마다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공리주의자는 효용의 총량증가에 기여하는 이익들에 대해서는, 칸트주

의자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있는 이익들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는 

‘인간의 개성의 발현에 필수적인 인간의 필요들’과 관련된 이익들에 대해서 권
리를 근거지울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다.

보통 권리를 ‘특수한 관계에서의 권리’와 ‘일반적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전

자의 권리는 해당되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상호(거래)행위 또는 특수한 

상호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정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권리’에 

속한다. 가령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私人的 권리’들과 같은 권리들은 
‘관습적인 특수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94) 이에 비하여 일반권은 권리의 

담지자가 특정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92) 이러한 시도는 이른바 사실진술에서 곧바로 규범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自然主
義的 誤謬’(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게 된다.

93) J. Raz, “On the Nature of Rights,” 193면 이하 참조. 본문에서 ‘→’는 ‘근거지
움’의 관계를 나타낸다.

94) 특수권(special rights)의 개념은 하트(Hart)의 설명을 참조하 다. H.L.A. Hart, 
“Are There Any Natural Rights?,” J. Waldron (ed.), Theories of Rights, 84면 이하. 하
트는 특수권을 발생케하는 근거로서 가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행위, 계약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에 간섭할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부여행위, 부모와 자식간의 특
수관계를 든다. 나아가서 하트는 사회계약론자들에게, 특히 롤즈(Rawls)의 ‘공평으로서
의 정의’사상에 중요한 향을 미친 다음과 같은 相互性(reciprocity)의 원칙에서 비롯되
는 예를 언급한다: 일군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협동을 하는 경우 목표달성
을 위하여 서로의 자유행위를 제약하게 될 텐데, 이 상호제약을 의무를 지킨 구성원은 
이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구성원을 향하여 동일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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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가진다.

특수권과 일반권의 구분은 문제의 권리를 낳는 이익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익의 보호와 실현이 특정한 개인(들)에 의해 맡

겨질 종류의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전반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가령 利益說에 따르면, 일반적 권리들 중에서도 ‘도덕

적 기본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권리이다.

한 권리 R이 ‘道德的 基本權’(fundamental moral right)이라고 말할 수 있으

려면, 그 권리 R을 가지는 데 대한 권리보유자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리고 그 권리의 보장이 권리보유자의 그 이익을 실현하

는 것일 때이다.95)

‘도덕적 기본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개인 및 단체, 국가들이 의무담지자이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이익들이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이익’일 때, 그리

고 그 내용이 보편적 의무를 근거짓기에 충분하여 이에 상충하는 규범적 논거

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비중(overriding weights)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모든 利益說들의 입장에 공통된 명제들을 다음

과 같이 추출하여 표현할 수 있다:

(ⅰ) 개인 X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X의 이익이 보호된다는 것은 X가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ⅱ) X의 어떤 이익 Ik가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

일때 비로소 그 이익 Ik는 권리로서 인정된다;

(ⅲ) X가 권리의 시행 또는 면제를 할 권능을 가진다는 것은 X가 권리를 가

지기 위한 필요조건도 아니고 충분조건도 아니다.96)

意思說은 (i)명제에 대하여는 찬성을 하겠지만, (ii)와 (iii)의 명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것이다. 이제 利益說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95) J. Raz, “On the Nature of Rights,” 200면.
96) M.H. Kramer, “Rights Without Trimmings,” 62면 참조. (ii)의 요건은 利益說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입장들을 정리하여 첨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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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利益說의 난점

利益說은 意思說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利

益說은 권리의 역동적 측면을 훨씬 더 잘 포착한다. 어떤 이익이 권리로까지 

인정되는데는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ㄱ) 어떤 사태 또는 사물에 대

한 사람들의 이익이 형성되는 단계, (ㄴ) 그 이익이 보호될 만한 (도덕적/법적)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권한부여의 규범적 의식이 태동’
하는 단계, (ㄷ) 실제로 도덕적 권한이나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請求權, 自

由權, 權能, 免責權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추상적인 권한에 대응하는 의

무, 청구권없음, liability, 권능없음이 부착되는 단계). ‘이익’, ‘권한부여의 규범

의식 태동’, ‘권리로서의 정착’(대응하는 의무의 정착)이라는 3단계 틀로서 利

益說은 권리의 발생 및 구체화과정을 좀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장점을 가진

다.97)

그러나 利益說은 다음과 같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된다. 본래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다른 규범적 고려들을 물리치고 실현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peremptory force)을 가진다. 예컨대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수행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그 의무이행은 이익

들 사이의 ‘비교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실천적 고려들보다 또는 다른 이

익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요구로서 논란의 여지없이 일단 충족

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98)

그런데 利益說의 입장을 따르다보면 권리가 실현하려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

는 이익들 사이에서 비교형량하게 되고 차츰 권리의 독특한 성격이 사라진다

는 것이다. 가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利益說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익이 ‘다른 조건들이 고정되어있다는 조건아래에서’(ceteris paribus) 타

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졌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만일 
‘고정되어 있다’라고 전제하 던 다른 조건들이 변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익과 기타의 이익들이 비교형량되어 어느 이익이 더 큰 비중을 가지는 지가 

측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물리치고 다른 이익이 

우세한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利益說的인 권리담론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권리라는 화폐’(the currency of 

97) M.H. Kramer, “Rights Without Trimmings,” 46면 이하 참조.
98) N.E. Simmonds, “Rights at the Cutting Edge,”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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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의 인플레이션만 가속될 것이고, 권리가 가지는 ‘특별한 규범력’은 그만

큼 상실되어 갈 것이라고 비판한다.99)

그러나 이러한 결점은 권리의 토대이자 근거인 이익을 단순한 공리주의에 입

각한 이익설 또는 總量主義的으로 파악하는 利益說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利益說이 반드시 공리주의와 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뒤에서 언급하

겠지만, 논의이론적으로 보완․변형된 利益說은 권리의 근거로서 이익을 ‘효용
의 총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비교형량을 한다고 해서 반

드시 권리의 ‘특별한 규범력’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공리주의적 또는 

‘일면적인 結果主義的’ 비교형량의 방식만이 그러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

(라) 일면적인 結果主義的 권리이론 비판

(A) 공리주의, 결과주의, 비례성주의
도덕철학에서 결과주의는 어떤 행위나 규범의 옳고 그름을 오로지 그 결과

들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입장을 일컫는다. 창출된 결과들이 最適化의 상태를 

나타내면 문제의 행위나 규범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효용’의 극대치 또는 최적치를 달성하는 행

위(행위공리주의)나 규칙(규칙공리주의)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100)

결과주의와 공리주의는 ‘比例性主義’(proportionalism)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후자는 ‘比例性의 原則’(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따라서 행위와 규

범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입장이다.101) 즉 창출된 이익들과 해악들을 比較衡量하

여 다른 대안들보다 더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는 ‘이익-해악’의 결과를 낳는 행

위나 규범을 선택하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비례성주의는 오로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정당성 문제를 판정한다:

“판정대상인 행위들이나 규범들이 낳을 이익들과 해악들을 비교하여, 다른 

대안들보다 이익과 해악이 더 나은 비례관계에 있는 결과를 낳을 행위나 규범

을 선택하라!”102)

99) N.E. Simmonds, “Rights at the Cutting Edge,” 203면 이하 참조.
100) T. Campbell/R. Crisp, “Utilitarianism,”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9, E. Craig (ed.), London, 1998, 551-557면.
101) ‘비례성주의’에 대해서는 J. Finnis, Fundamentals of Ethics, Washington, D.C., 

1983, 85면 이하 참조.



2002. 12.] 법적 권리에 대한 연구(Ⅰ) 211

결과주의와 비례성주의 사이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B) 결과주의와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명제

결과주의나 비례성주의는 비교형량될 이익들과 해악들이 양적으로 비교가능

하고 측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남은 것은 기술적으로 얼

마나 정확하게 비교 형량의 과정을 가공하는가이다. 그러나 일면적인 차원에
서 모든 가치들을 양적으로 비교형량하고 계산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불가능

하고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103)

실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권리의 근거가 되는 이익 및 행복은 단일한 同種

同質의 변수로 결정되지 않는, 양적으로 비교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일 인간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재화들 및 가치들(basic 

human goods)이 똑같이 중요하면서도 서로 환원불가능하다면 단일한 차원에서 
일면적으로 비교형량하는 계산법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게다가 이 ‘기본적 

재화들 및 가치들’은 단순히 인간에게 도구적인 가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그 자체를 이루는 ‘구성적 가치’(constitutive 

value)이다. 그렇다면 결국 결과주의나 비례성주의는 “비교될 결과들이 ‘무엇과 

관련하여’ 이익이 되고 해악이 되는가?”라는 물음과 대답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비교형량의 계산법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무
엇’, 즉 비교의 기준이 되는 상위가치들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결과주

의 또는 심지어 비례성주의의 종류들이 나뉘어질 것이다.

(C) 결과주의의 유형 구분

‘비례성주의’는 일면적 결과주의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일면적 결과주의는 권

리의 정당화와 해석에 있어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결과고려의 요청’)
을 넘어서서 단선적인 결과주의적 논증 자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입장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로지 最適의 結果만이, 즉 ‘利益과 害惡 사이의 비례

관계의 最適化’만이 권리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권리보장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 또는 제약할 수 있게 된

다. 본래 권리란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 즉 개인에게 중요

102) J. Finnis, Fundamentals of Ethics, 86-7면.
103) J. Finnis, Fundamentals of Ethics,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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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익을 ‘最適化된 결과산출’의 이름으로, 공익 또는 나머지 사람들의 행복

의 총량증가를 이유로 하여 침해할 수 없게 하는 방벽기능(threshold function)

을 가진다.104) 그런데 일면적 결과주의 또는 그 한 형태인 공리주의는 타인의 

침해 또는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불

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105)

그러나 결과주의에는 ‘이익의 극대화’(maximum benefit)만을 ‘결과의 최적화’
로 판단하는 이러한 ‘좁은’ 결과주의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니다.106) 가령 ‘평등

과 공평성’을 결과의 판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결과주의는 위에서 

설명한 권리의 특별한 기능과 결과고려의 요청 양자를 서로 묶어보려는 시도

를 한다.107)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입장들 모두를 ‘비례성주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익과 해악의 비례관계 기준 이외의 또는 그 기

준에 선행하는 상위의 도덕적 원리 또는 가치들을 결과판단의 전제로 하면서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입장들은 일면적 결과주의인 비례성주의를 넘어서

기 때문이다. 가령 존 스튜어트 (J. S. Mill)의 공리주의는 일면적 공리주의

를 벗어난다. 그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관련된 이익들, 그리고 신체의 고

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인간행복의 본질적 요소들’(the essentials of 

human well-being), 즉 삶의 계획을 꾸려갈 자유 및 신체의 안전 등에 관련된 

효용들은 ‘기본적 권리들’의 핵심을 이루며, 이들은 기타의 효용들과의 비교형
량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말한다.108) 요약하자면 인간의 자율성 증진과 

개성의 발현에 필수적인 이익들은 특수한 중요성을 가지는 효용들로서 통상의 

효용들과 구별된다고 말할 때 이미 효용 또는 결과의 형량에 상위의, 다면적

104) 권리의 기능을 이렇게 파악하는 입장은, 드워킨처럼 굳이 권리를 ‘한 정치적 
공동체의 정책(policy)이나 목표(goal)를 달성하려는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규범적 
고려들에 대한 으뜸패’로 강하게 해석하는 ‘권리 으뜸패론’(rights as trumps)을 취하지 
않고서도(R. Dworkin, “Rights as Trumps,” in: J. Waldron (ed.), Theories of Rights, 
153면 이하), 결과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채택가능하다. 가령 Th. Scanlon, 
“Rights, Goals, and Fairness,” in: J. Waldron (ed.), Theories of Rights, 147면 이하 참
조.

105) Th. Scanlon, “Rights, Goals, and Fairness,” 136-152면, 특히 144면 이하.
106) P. Johnes, Rights, 50면 이하.
107) Th. Scanlon, “Rights, Goals, and Fairness,” 141면 이하.
108) J.S. Mill, Utilitarianism, in: J.Robson(ed.), 10 Collected Works of John Sturt 

Mill, London, 1969, 241, 25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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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치기준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109)

(3) 권리의 독특한 규범적 힘

일면적 결과주의에서 바라보는 권리론의 결점을 포착하기 위하여 일단 기타

의 규범적 고려 또는 정책적 고려와 다른 권리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

펴보도록 하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道德的 權利의 개념을 상정하고 권리

의 독특한 규범적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법적 권

리가 법에 의해서 그 제도적 규범력이 부여된다면 도덕적 권리는 법적 뒷받침

이 없이도 실천적 논의에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도덕적 권리

도덕적 권리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general 

right)에 속하는데, ‘관습윤리적 권리’(conventional rights)와 구분하여 ‘좁은 의

미의 도덕적 권리’ 또는 ‘진정한 도덕적 권리’(true moral rights)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 좀더 풀이하자면 좁은 의미의 도덕적 권리는 (실정법이나 사회적 

관행윤리를 비판하는) 일종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원리들로부터 근거지
워지는 권리이다.110) 이 두 번째 범주의 도덕적 권리들이 가지는 특징은 그 

정당성이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상호행위나 상호관계에 또는 지배적 관행윤

리에 있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요구가 ‘도덕적 관점’ 또는 ‘公平無私性의 

관점’에 비추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111)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권리

를 일단 다음과 같이 풀이해 볼 수 있겠다.

도덕적 권리는 제정입법 또는 재판규범이나 사회적 관행에서 독립된 또는 

109) P. Johnes, Rights, 59면에서 효용과 권리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간접적 공리주
의’(indirect utilitarianism)라고 부르고 있다. 의 입장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J. Gray, Mill on Liberty: A Defense, London, 1983, 11면 이하. ‘간접적 결과주의 논
변’(indirect consequentialist argument)에 대해서는 L. Alexander, Legal Rules and Legal 
Reasoning, Aldershot, 2000, 3-20면 참조.

110) 도덕적 권리에 대한 분석으로 J. Feinberg, “In Defence of Moral Right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2(1992), 149-169면, 특히 152면 이하; R. B. Brandt, “The 
Concept of a Moral Right and its Func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1983), 29-45면.

111) 이렇게 까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동일한 입장으로 H.L.A. 
Hart, “Are There Any Natural Rights?,” 8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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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이들에 반하는, 공평무사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근거들 

위에서 각 개인에게 부여된, 국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이다.112)

도덕적 권리에 대한 파인버그(J. Feinberg)의 논리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실

정법 이전에 존재하는 도덕적 권리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보도록 하자113): 
(ㄱ) 實定法的으로 인정되기 이전에도 실제로 은 하게라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들과 (ㄴ) 實定法化 되지 않으면 도저히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도덕적인 권리(예: 여성의 선거권; 동성애자의 혼인권). 후자의 도덕적 권리는 

호펠드의 분류법에 따르면 ‘법적 權能’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 파인버그는 

미국여성의 참정권을 예로 들어서 權利言語의 특성을 추출해낸다. 가령 1900

년도 초반의 미국여성들은 사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던 도덕적 권리에 근거

해서 끊임없이 선거권을 법적인 권리로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 다. 이때 도

덕적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권리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강

력한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 물론 당시 미국의 여성들은 이 도덕적 권리의 논

거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가지면 자신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유익할 것’(결과

주의적 논변)으로서 여성의 선거권을 법적인 권리로서 제도화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었다면 여성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이미 소유

112) D. Lyons, “Utility and Rights,” J. Waldron (ed.), Theories of Rights, 111면 이
하. 실정법적으로 인정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권리로 승인할 
수 있는 요구들이 있다. 가령 1900년대 초반의 여성의 선거권, (현재도 광법위하게 사회
적 관습으로 시행되고 있는) 결혼식의 전제조건으로 음핵을 절단 당하지 않을 아프리카 
소녀들의 권리, 남편의 장례식 때 같이 순장 당하지 않을 인도의 과부들의 권리, 독일 나
찌 시절 비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체포당하지 않을 유대인들의 권리 등등이 바로 이

러한 도덕적 권리들에 속한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예들을 위해서는 J. Feinberg, “In 
Defence of Moral Rights,” 150면 이하. 특히 노동자들의 단결권, 여성의 선거권, 공공교
통수단을 백인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미국 흑인들의 권리 등은 모두 법적인 권리이기 이

전에 도덕적인 권리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실정법 이전에 존재하는 도덕적 권
리’(antecedent moral rights)의 개념은 ‘反 법률적 권리’(anti-legal rights)를 인정하는 ‘무정
부주의적 오류’(anarchical fallacies)를 범하고 있다는 Bentahm류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소개로 W. Twining,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Bentham‘s Anarchical 
Fallacies,” ARSP LXI(1975), 325-356면 참조. 벤덤의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H.L.A. Hart, 
“Natural Rights: Bentham and John Stuart Mill,” H.L.A. Hart, Essays on Bentham, 
Oxford, 1982, 79-104면.

113) J. Feinberg, “In Defence of Moral Rights,”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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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정당한 자기 몫’을 제도화하라는, 권리의 언어에 포함되어 있기 마

련인 ‘緊要함’(urgency)과 ‘正當함’(righteousness)이라는 요소를 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114)

(나) 도덕적 권리의 특유한 힘

그렇다면 다른 도덕적 개념들과 다르게 도덕적 권리의 언어들이 담고 있는 

그 고유한 특징, 바로 이 점 때문에 각각의 개인에게 배당되어야 할 특성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적 결정 Px가 다른 어떤 정치적 결정들보다 

시민들을 좀더 행복하게 해 주거나 시민들의 바램을 좀더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우 우리는 적어도 일단 Px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우

리의 정책적 판단에는 目標中心的 또는 結果主義的 사유방식이 근저에 깔려있

다. 그런데 권리의 언어들은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 ‘다수의 만족’이라는 생
각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어

떤 개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쩐지 권리언어와는 맞지 않는

다.115)

따라서 권리의 특별한 힘은 다음과 같은 특징에 의해서 좀더 명확하게 표현

할 수 있다. 첫째, 권리가 다른 규범적 고려, 특히 공공복리와 다른 점은 ‘개인

에게 배분되는 속성’(individualized distributive character)에 있다. 즉 공공복리
가 총량적이고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므로 총 이익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 기회나 자원을 각 개인들에게 불균등하게 배분한다면, 권리의 경우

에는 기회나 자원을 균등하게 각자에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권리의 내용은 각 개인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 둘째, 권리는 공공복리의 

추진 및 실현을 위해 채택되는 정책적 수단들을 제약하는 기능을 가진다.116)

이처럼 도덕적 권리의 언어들에는 ‘정당한 자기 몫’이라는 요소가 ‘매우 강
한 道德的 힘’(‘quite strong moral force’)117)이라는 요소와 결부되어 있어서, 그 

114) J. Feinberg, “In Defence of Moral Rights,” 153면. 도덕적 권리개념의 도덕철학
적 무용성에 대해서는 R.G. Frey, Rights, Killing, and Suffering, Oxford, 1983, 43면 이하
를 참조.

115)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269면 참조.
116)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91-2면; N. MacCormick, “Rights in 

Legislation,” 204-5면 참조.
117) R.B Brandt, “The Concept of a Moral Right,”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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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몫을 빼앗기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당사자들은 분노를 느끼고, 여러 가

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에 항의하거나 저항하고, 어느 정도 공

정한 제3자는 이에 대해 공감을 가지게 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어떤 사회의 법체계나 도덕규범의 체계가, 이러한 도덕적 권리들을 박

탈당했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규범적 공간이 없고,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저항할 수 있는 규범적 신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규

율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 사회는 변화에 무감각해지고 각 개인들의 창의

력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도태될 것이다. 이러한 도덕규범체계와 법체계를 

가졌다면 그 사회는 규범적으로 동맥경화증에 걸린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118) 이러한 권리언어의 특징에는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동등

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인간존엄성의 규범적 명제와 ‘사회는 각 개인들의 

창의성을 가능한 한 많이 계발할 수 있을 때 번 한다’라는 사회학적 명제가 
놓여 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제기했던 “어떤 요구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리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

을까?”하는 물음으로 돌아가서 보자. 롤즈의 ‘正義論’ 출간이 상징하는 ‘社會契

約論的 轉換’이후,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근거지울 때 개인들의 소망, 욕구, 

주장들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同意의 原則’이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도덕적 관점에서 비추어 보아 어떤 재화가 

각각의 개인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緊迫한 것’으로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

서 그 재화에 대한 도덕적 권리가 결정될 것이다.119)

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긴박한가’라는 기준은 다시 主觀的인 평가기준과 客

觀的인 평가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120) 주관적인 평가기준은 필요성과 

절실함을 오로지 해당되는 각 개인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강하게 원하고 좋아

하는가 라는 심리적인 强度에 따라 판단한다.121) 객관적 평가기준은 해당되는 

118) R.B. Brandt, “The Concept of a Moral Right,” 38면 이하.
119) 하트는 존 스튜어트 의 도덕적 권리에 대한 이론에서 ‘근본적 도덕적 권

리’(fundamental moral rights)의 근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고도 긴박
한”(extraordinarily important and impressive)이라는 정식을 이끌어 낸다. H.L.A. Hart, 
“Natural Rights: Bentham and John Stuart Mill,” 91면.

120) 이 부분에 대해서는 T. Scanlon, “Preference and Urgency,” The Journal of Philo-
sophy 72(1975), 655-669면, 특히 656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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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심리적 所望度나 選好度에서 독립된 판단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만

일 객관적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바램이나 선호도의 强度에 따라 필수성과 긴

박성을 결정한다면, 기이하거나 사치스러운 욕구도 강력한 경우 또는 다른 보통

의 욕구들과 동등한 정도의 강도를 가지면 권리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경우

가 생길텐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도덕적인 논의에서 고려되어

야 할 주관적 선호 또는 욕구들에 대해 역설적으로 둔감해지는 결과로 이어지

는데, 이는 주관적 접근방식이 본래 꾀했던 의도에 반하는 셈이다.122)

이 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려는 시도들 중의 하나로서, 각 

개인들에게 자신의 선호나 취향을 계발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공공정책의 

결정에 향을 주도록 시도할 수 있게끔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들을 식별해내

서 이를 보장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

다.123) 이러한 생각들은 적어도 현대 도덕철학의 3대 주류를 이루는 공리주의
적, 칸트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적 입장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합의

점이 아닌가한다.124)

(4) 중간 결론

意思說과 利益說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① 권리부여의 양대 근거: 우선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측면과 보호되지 

않으면 안될 인간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권리부여의 양대 기둥이라는 

점이다. 만일 권리부여의 목적이 각 개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다는 가치’

121) T. Scanlon, “Preference and Urgency,” 656면. 경제학에서 이론적 기초로 삼는 
‘효용’(utility)개념이 이 주관적 평가기준의 결정체라 할 수 있겠다.

122) 이러한 논거로서 T. Scanlon, “Preference and Urgency,” 659면. 이러한 발상 위
에서 공리주의적 권리관과 노직(R. Nozick)류의 경제자유주의적(libertarian) 권리론을 비
판하는 H.L.A. Hart, “Between Utility and Rights,” in: 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xford, 1983, 200면 이하를 참조.

123) 좀더 자세한 분석으로는 T. Scanlon, “Preference and Urgency,” 658면 참조.
124) 가령 대표적인 공리주의적 도덕정치․철학자로는 (J.S. Mill), 칸트주의적 입장

을 대변하는 학자로는 롤즈(J. Rawls)와 하버마스(J. Habermas), 아리스토텔레스적 입장은 
칼 막스(K. Marx)와 피니스(J. Finnis)를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도덕적 권리의 근거와 내용
을 둘러싼 과 롤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H.L.A. Hart, “Utilitarianism and 
Natural Rights,” 194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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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하는 데 있고, 이 가치는 ‘자율성’의 보장과 ‘행복’의 보장을 통해서 실

현된다면, 권리의 양대 기둥을 ‘자율성’과 ‘행복’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복합적 구조로서의 권리: 법적 권리는 호펠드의 권리유형들의 복합체로

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기능상으로는 통일성(functional unity)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호펠드의 요소들이 구조화되어 통일된 체계로서 짜여져서 하나의 법

적 권리를 이루는데(복합성), 이때 핵심적인 비중을 가지는 호펠드의 권리요소
가 나머지 권리요소들을 지배하는 중추역할을 한다(기능적 통일성). 가령 비록 

기타의 호펠드 권리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는 그 핵

심이 自由權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자유권이다.125) 도급계약에서 채무자에 대

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기타의 호펠드 권리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請求權

이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본질상 請求權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하

듯이, 自由權이 실제로 행사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즉 실천적인 의미를 가
지기 위해서는, 請求權들이나 權能 또는 免責權들로 이루어진 보호막이 갖추

어져야 한다.

③ 규범적 전제들: 意思說이건 利益說이건 어떠한 권리론을 채택하더라도 반

드시 ‘(엷은) 규범적 전제들’((thin) evaluative assumptions)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126) 권리를 근거짓는 규범적인 전제들이 대체로 異論의 여지가 

없는 내용을 가지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일 때 ‘엷은’이라는 형용사를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127) 만일 권리들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규범적 전제들로부

터 이끌어내게 되면 ‘결론으로 도출될 내용들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선결문제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권리는 권리의 논증과정에 참여

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어질 뿐 아니라 나머지 일반인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엷은 규범적 전제들’에는 인간관, 사회관, 권리

의 목적,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바람직한 것’ 둥에 대한 규범적인 가치판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보편적 동의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엷은 규범적

인 전제들’의 내용이 무엇인지일 것이다.

125) C. Wellman, “Legal Rights,” 217-8면.
126) M.H. Kramer, “Rights Without Trimmings,” 91, 101면(利益說을 지지하는 입

장에서); N. E. Simmonds, “Rights at the Cutting Edge,” 127면 이하(意思說을 지지하
는 입장에서).

127) 크레이머는 ‘엷은 규범적 입장’이라는 표현을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Mass., 1971, 60면에서 나온 ‘a thin theory of the good’에서 따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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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권리의 독특한 기능과 힘: 권리언어에는 ‘정당한 자기 몫’이라는 요소가 

‘매우 강한 道德的 힘’이라는 요소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타인에게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고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사회구성

원 각자에게 배분된다는 ‘個別的 配分性 또는 歸屬性’이 권리의 특징이다. 즉 

권리가 다른 도덕적 주장들과 다른 점은 바로 권리는 ‘언제나 각각의 개인에

게 배분되고 보장되어야 할 지위’라는 점에 있다.

3. 법적 권리의 체계: 주장, 실천적 논의, 이익

(1) 논의이론적으로 보완된 이익설

전반적으로 利益說은 意思說에 비해서 우리의 법체계에서 보이는 권리들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한 듯이 보인다. 가령 ‘胎兒’의 권리나 ‘인격권’, ‘소유권과 
환경보호’를 둘러싼 민법상의 논의128)에서도 그러하려니와 우리 헌법에서 인간

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가지는 지위에 비추어 보건대, 나아가서는 국제인권

협약이나 유럽인권협약과 같은 국제적 실천들을 고려할 때 利益說의 입장이 

권리에 대한 숙고된 판단들이나 실천들을 설명하는 데 좀더 유리한 듯하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좀더 깊이 있는 분

석이 필요하다. 실용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利益說은 
意思說보다 현대 입헌민주주의 사회의 권리체계(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

권 등)를 좀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규범적 근거를 해명할 수 있는 듯이 보

인다.

굳이 意思說에 입각하지 않고서도, 법적 권리는 구제수단, 제재, 시행수단들

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점과 법적 권리의 보유자는 통상 그 보호수단들을 

원용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권리들과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법적 권리는 ‘대응하는 의무에 대한 처분

력’ 또는 ‘법적 보호 소송을 취할 권능’으로 풀이하기도 한다.129) 그렇다면 법

적 권리의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이익설적 입장에서 법적 권리의 

128) 가령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1호(1998), 189-219면; 김재형, 소유권과 환경보호, 현대 민법이론의 발전(이 준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 사, 1999, 306-336면.
129) 가령 J. Raz, “Legal Rights,” in: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4 (1984), 

1-21면, 특히 12면 이하; C. Wellman, “Legal Rights,”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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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법체계가 어떤 법적 지위에 법적 권리의 

성격을 부여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권리를 실천적인 논의과정에서의 역할에 의해 파악하려는 입장에서는 법적 

권리를 법적 논의과정에서 ‘확인’하고 ‘보장’하려고 한다. 만일 법적 권리는 한 

법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공동체구

성원들이 권리로서 보호될 만큼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내용들과 

그를 뒷받침하는 경험적인 그리고 규범적인 논거들이 권리론의 역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른바 ‘논의이론

적’ 지향성을 보이는 이론들에서 보인다. 이 의 뒷부분에서는 利益說의 진

에 속하는 論議理論的 權利論130)의 근본사상을 파인버그의 권리론을 빌어서 

간략하게 그려보고자 한다.

(2) ‘타당한 요구로서의 권리’(rights as justified/valid claims)

請求權이 ‘엄 한 의미에서의 권리’라는 호펠드의 지적은 곧 모든 權利言述

에는 主張 또는 要求(claim)의 요소가 핵심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

을지도 모른다. 물론 호펠드는 직관적으로는 이 점을 깨닫고 있었을는지 모르
지만, 상세하게 고찰을 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철학자인 파인버그는 이 점에 

주목하여 호펠드의 권리유형 중에서 請求權의 요소가 自由權, 權能, 免責權의 

요소보다 권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 다. 파인버그

에 따르면,

내가 X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누군가 Y(특정한 개인 또는 사람 

일반)를 향하여 X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 요구가 법규

범에 의해서 인정되거나(법적 권리), 도덕원리들에 의해서 인정된다(도덕적 권

리)는 것을 함축한다.131)

130) 또는 ‘論議理論的으로 변형․보완된 利益說’(eine diskurstheoretisch modifizierte 
Theorie der Rechte)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131) J. Feinberg, “The Rights of Animals and Unborn Generations,” in: C. 
Wellman (ed.), Rights and Duties Vol. 3, 51-2면: “To have a right is to have a claim 
to something and against someone, the recognition of which is called for by legal 
rules or, in the case of moral rights, by the principles of an enlightened conscience.”; 
같은 저자, “The Nature and Value of Rights,” 255면 참조: “A man has a legal right 
when the official recognition of his claim (as valid) is called for by the gov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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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인버그가 제시하듯이 권리를 ‘타당한 요구’(‘rights as valid claim’)

로 보는 입장132)을 취한다면 ‘권리보유자가 의무담지자의 의무를 창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능(power)’에서 권리의 본질과 근거를 찾는 意思說과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될 권리보유자의 이익 

또는 복리’를 권리의 근거로 보는 利益說을 종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

을까?133)

만일 내가 어떤 재화/행위 X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내가 원한

다면 X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포기할 권능이 있다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를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실행해야 할 의무 또한 포

함되어 있다. ‘權利-義務의 論理的 對應關係’라는 분석적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왜 이처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상
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파인버그의 견해에서 ‘요구/주장한다’는 언어행위는 권리의 핵심요소를 이룬

다. 파인버그는 권리주장에 포함된 세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면서 

이 물음에 답하려고 노력한다:

(1) 첫 번째의 의미는 ‘…에 대해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making claim 

to...)’이다. 이는 이미 무엇에 대해서 ‘자기 몫’으로서 주장/요구(‘to demand as 

rules. (...) A man has a moral right when the recognition of which is called for (...) 
by moral principles, or the principles of an enlightened conscience.”

132) J.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s of Rights,” in: C. Wellman(ed.), Rights 
and Duties Vol. 1, 75-89면, 특히 83면 이하; R. Martin, A System of Rights, 51면 이
하. 권리를 ‘타당한 요구’로 파악하는 입장은 현대 칸트적 도덕구성주의(kantian moral 
constructivism), 논의이론(Diskustheorie)쪽에서도 독자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닌
가 싶다. 가령 J. Habermas, Faktizität und Geltung, Frankfurt/M. 1992, 151면 이하; R. 
Alexy, “Individuelle Rechte und Kollektive Güter,” Recht, Vernunft, Diskurs, 
(Frankfurt/M., 1995), 232-261면.

133) 이러한 발상은 R. Alexy,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Menschenrechte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251면, 주 13 참조. 엄 하게 따지자면 필자의 입장

은 意思說보다는 변형된 利益說 쪽에 가깝다고 고백해야겠다. 왜냐하면 필자는 권리를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려야 할 기본재화들을 권리의 근거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규범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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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그 ‘자기 몫을 주장/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권한주장’은 이른바 ‘언어수행적인 의미에서의 주장/요

구’(‘performative claiming’)로서 직접적인 법률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

적 행위(legal performance)이다. 이는 호펠드의 ‘권능’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해

당하는 법률적 ‘주장/요구’행위로서 권리 개념 그 자체를 이루는 행위이다.134)

(2) 두 번째는 ‘…라고 주장하는 것(claiming that)’이다. 가령 누군가가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법률적으로 결

과발생을 가져오는 종류의 주장은 아니다. “X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

장은 ‘X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승인되기를 요구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X가 권

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명제적 권리주장’(propositional 

claiming)으로서, 비록 첫 번째 권리주장처럼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올 만큼 강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관심을 가져주기를, 무언가 적절한 반응

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135)

(3) 세 번째 의미는 ‘…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는 권

리수행적 발언을 할 수 있는, 또는 ‘…라고 주장’하는 명제적 권리주장의 발언

을 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으로서 ‘having a claim’이다.136) 

이 경우의 주장은 그러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

134) J.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s of Rights,” 251면; R. Martin, A System 
of Rights, 54면.

135) 김현철 박사는 그의 논문, “형식적 권리론 ―권리의 개념구조에 대하여”, 법
철학연구 제5권 제1호(2002), 115-140면, 특히 128면 주 23)에서 “이 명제적 권리주장
이 말 그대로 명제적인 데에 머물고 수행적인 측면(performative aspect)은 갖지 않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령 “‘나는 그 사과를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명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수행적인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파
인버그는 이 경우에 “내가 그 사과의 소유자이면 그 발화는 수행적 의미이고, 만일 내
가 그 사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발화는 명제적 의미이다라고 말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결론은 승복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이 비판이 일리가 있다
고 생각한다. 두 번째 주장의 경우에도 ‘법률적 수행’의 요소는 없지만, 오스틴적 의미
에서의 ‘언어수행’ 성격(performative character)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파인버그
는 위의 주장이 수행적 의미를 가지느냐의 여부는 ‘상황의 적절함’(‘in appropriate 
circumstances’)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 같다.

136) J.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 of Rights,” 253면: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having a claim consists in being in a position to claim, that is, to make 
a claim to or clai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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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는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조차

도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 권리주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에 비하여 

세 번째 단계의 의미는 자신의 무엇에 대한 입장을, 이해관계를, 소망을 누군

가를 향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의 본래적 조건(지위)에 관련을 맺고 있다.

파인버그는 이 두 번째 의미가 권리의 규범적 측면, 즉 권리의 특유한 도덕
적 중요성을 밝혀준다고 생각한다.137) 그리고 세 번째 의미의 주장이 권리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요소라고 지적한다.138)

파인버그에 따르면 개인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에 입각하

여 남에게 자기몫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존중되

며 또 타인을 그런 인격체로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 의해 베

풀어진 보호의 혜택(이익)을 받는 것이 권리의 핵심이 아니라 스스로 정당한 
대우를 요청하고 요청 받는 도덕적인 자존감과 ‘나의 주장이 정당하다’라는 자

각이 권리의 도덕적인 특수한 힘이라는 것이다.139)

세 번째 의미에서 주장한다(having a claim)고 할 때, 주장을 하는 자는 자

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점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권한수행

적 주장이나 명제적 권리주장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근거들을 물리칠만한 반대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의 주
장은 ‘일단 잠정적으로 인정할만하다’(having a prima facie case)는 지위를 얻

게 된다. 그러나 X에 대한 주장(having a claim to X)이 ‘일단 잠정적으로 인

정할 만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곧 X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

137) J.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s of Rights,” 252면.
138) J.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s of Rights,” 253면; R. Martin, A System 

of Rights, 54면.
139) 파인버그는 권리가 없는 사회(‘Nowheresvilles’)를 상상하면서 전혀 권리가 존

재하지 않고 모든 행위의 동기가 자선과 자비의 의무에 기반하고 있는 가상적 공간을 

상정한다. 파인버그는 이런 사고실험적인 ‘Nowheresvilles’와 현실세계의 가장 큰 차이
점은 현실세계의 사람들은 권리주장활동(activity of claiming)을 하지만 ‘Nowheresvilles’
에서는 아무도 타인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정당한 그들의 것을 갖는다는 인식

조차 없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이 ‘Nowheresvilles’에서 사는 개인들이 설령 현실세계
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상사회에서는 ‘자기
몫을 주장하는 활동’과 그럴 자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생겨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파인버그는 말한다. J.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s of 
Rights,” 243면 이하,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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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지는 않으며, 다만 그의 주장을 발언할 수 있고 제대로 관심을 받는 공평

한 기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140)

이런 점에서 파인버그는 ‘주장 또는 요구’ 그 자체(claims simpliciter)가 권리

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무엇에 대한 주장/요구’(claim to X)

는 아직 ‘누군가를 향한 주장/요구’(claim against...)는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가령 사회적으로 매우 빈곤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본적 필요에 근거하여 의식주의 공급에 대하여 요구할 

때, 그러한 주장은 그로부터 권리가 자라나는 씨앗인, ‘권리의 원한 후

보’(permanent possibilities of rights)이기는 하지만 실제 권리는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이 국가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하고 권리로서 인정될 만하며 국가

의 정책을 지도하는 지침이어야 한다는 규범적 확신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

법으로서 ‘권리’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141)

이러한 맥락에서 파인버그는 권리란 ‘정당화된 주장/요구’(justified/valid 

claims)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주장/요구가 적절한 규범(원리)체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당화되면 권리가 되는 것이다.142) 이처럼 파인버그는 ‘주장한다’

나 ‘…을 요구/청구한다’는 권리주장의 언어행위가 가지는 고유성을 분석하고

는, 그 속에 이미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이상이 함축되어 있으며 이 理想의 

최소한의 의미는 “인간은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존
재다”라는 데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143)

한 개인이 자기 몫임을,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고 보호해주기를 청구

하는 언어행위(speech acts)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주장이나 청구가 타당

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에 상응하는 근거제시의 의무를 

수반하는 한편 상대방이 그 근거제시를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만일 제시된 근

거가 해당되는 규범체계의 틀 내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제기된 주장이
나 청구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만일 법규범체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권리이고, 도덕규범체계 내에서 인정되면 도덕적인 권리가 

될 것이다. 타당한 것으로 제시될 근거들은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질 수 있는

140) J.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s of Rights,” 254, 257면.
141) J.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s of Rights,” 255면.
142) R. Martin, A System of Rights, 55면.
143) J.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 of Rights,”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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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가령 당사자의 이익이나 복리, 당사자의 자율성이나 자유, 권리를 보유할 

담지자의 이익 및 복리, 인간의 기본적 욕구나 필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존엄성 

등을 중요한 예로 언급할 수 있겠다.144)

이렇게 권리를 ‘타당한 주장/요구’ 또는 ‘의무부과를 정당화하는 타당한 실천

적 논증’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이미 어느 정도 논의이론적 색깔을 가지고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법적 권리는 법규범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이다’라는 명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선 법규범의 이원적 구조

론에 입각하여 법적 권리는 법원리로부터도 부여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법

원리 명제는 타당한 도덕원리들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면 

법적 권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두 번째 법적 ‘권리’의 측
면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주장이나 요구가 법적인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른바 호펠드의 권리요소들, 즉 ‘청구권으로서의 지위’, ‘자유권으로서의 

지위’, ‘권능으로서의 지위’, ‘면책으로서의 지위’ 중 하나 또는 복합체로서 인

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세 번째, 어떤 근거에서 법적 권리로 인정되는가에 관

한 부분에서는 ‘의사설’과 ‘이익설’을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고찰하 다. 양 이

론이 결국에는 ‘자율성’의 측면과 ‘행복’의 측면을 권리의 양대 근거로 삼고 있
다는 것, 따라서 ‘엷은 규범적 전제들’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파인버그의 권리론을 살펴보면서 ‘타당한 요구로서의 권리’라는 입

장에서 위의 양 권리이론을 재구성하려는 논의이론적 시도가 어떤 철학적 출

발점 위에 서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법적 권리의 구조와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이들은 법적 권리에 대한 실질적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일 뿐이다. 실질
적 권리론이려면 이러한 형식적 기초들 위에서 ‘자율성’과 ‘행복’에 대한 규범

적 이론들, 도덕적 권리의 규범적 근거, 인권의 개념, 민주주의 개념, 도덕적 

판단의 실천적 정당성 등에 대한 연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

144) 권리근거의 다종다양성(heterogeneous character)을 좀더 발전시킨 예로서 R. 
Alexy, “Individuelle Rechte und Kollektive Güter,” 233면 이하; J. Raz, The Morality 
of Freedom, 18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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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충돌문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권리에 대한 연

구는, 도덕철학의, 정치철학의, 특히 정의론의 특수한 제도적 역에 대한 연

구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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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Über juristische Rechte(Ⅰ)
Dokyun Kim

*

145)

Grundrechte sind eine besondere Art von juristischen Rechten. Daher haben 

Grundrechte die allgemeinen Merkmale und die Struktur der juristischen 

Rechte. Um die Struktur der Grundrechte zu analysieren, ist es erforderlich, 

die allgemeine Struktur der juristischen Rechte zu betrachten.
Die Grundfrage, was man unter dem Satz verstehen soll, daß ein 

Individuum ein Recht auf etwas hat, läßt sich in Anlehnung auf W. N. 

Hohfeld beantworten. Zu sagen, daß ein Bürger a ein Recht hat, heißt, zu 

sagen, daß a sich in einer Position befindet, (einen) andere(n) Bürger oder den 

Staat einer entsprechenden Pflicht unterwerfen zu können. Damit stellt sich die 

Frage, was solche rechtlichen Positionen ausmacht.
Nach der allgemeinen analytischen Theorie der juristischen Rechte läßt sich 

also ein juristisches Recht als “ein komplexes System von Hohfeldschen 

rechtlichen Grundpositionen,” nämlich von “Ansprüchen auf etwas”(claim 

rights), “rechtlichen Freiheiten”(legal liberties), “Kompetenzen”(powers), und 

“Nichtsubjektionen”(immunities) identifizieren.

Das wesentliche Merkmal von juristischen Rechten besteht darin, daß ihre 
Träger über Kompetenzen verfügen, die anderen dazu bringen, sich an ihre 

Pflichten zu halten, und dies von einem öffentlichen Rechtssystem durch 

staatliche Zwangsmacht gewährleistet wird. Juristische Rechte sind also durch 

öffentliche Einklagsinstanzen gekennzeichnet.

Gründe für (juristische) Rechte haben einen heterogenen Charakter, anders 

als die klassischen Theorien der Rechte, nämlich die Willenstheorie und die 
Interessentheorie, dies annehmen. Ein Recht kann ein Bündel von heterogenen 

Gründen haben, und verschiedene Rechte können durch ganz unterschiedl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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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de gestützt werden. Zur Analyse des Wesens der Rechte und ihrer     

Gründe greift J. Feinberg auf eines der fundamentalsten Elemente menschlicher 

Handlung, nämlich den Sprachakt der Behauptung(the act of claiming), zurück. 

Feinberg vertritt eine Auffassung der Rechte als gültigen Ansprüchen. Nach 

einer solchen Auffassung sind Rechte nicht als irgendwelche Behauptungen, 

daß andere Personen etwas tun oder unterlassen sollen, sondern als diejenigen 
Behauptungen zu verstehen, die von einem Normensystem als gültig anerkannt 

sind.

Als Gründe für gültige Ansprüche und korrelative Verpflichtungen anderer 

Personen kommen persönliche Autonomie eines Rechtsträgers, individuelle    

Güter wie Interessen des jeweiligen Trägers, und kollektive Güter in Frage. 

Die Herleitung der Rechte oder ihre Rechtfertigung durch solche Gründe wird 
nach einer diskurstheoretischen Konzeption der Rechte in einem öffentlichen 

Diskursprozeß ausgefüh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