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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基本權의 槪念에 관한 硏究* **

鄭 宗 燮***

1)

Ⅰ. 序論

우리나라의 實定憲法인 1987年憲法에는 국민의 자유, 평등, 권리 등 이른바 權
利章典(bill of rights)을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자유, 
평등, 권리를 통상 基本權이라고 부른다. 1948年憲法 이래 9차례의 憲法改正이 
있었지만, 실정법구조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헌법에서 이렇게 권리장전을 

정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1) 헌법이 권

리로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자유권, 평등권, 그 외 각종 권리의 내용의 확정과 

효력 그리고 주체 등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槪念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는 과연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권, 평등권, 그 외 각종 권리를 지
칭하는 基本權의 槪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이며, 이것은 基本權의 理論과 基本
權의 解釋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기본권의 이론에서

는 아직도 기본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혼란스럽지만 기본권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권의 槪念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基本權의 內容, 基本權의 主體, 

基本權의 效力, 基本權의 制限, 基本權의 包攝(또는 形成, 發生) 등 기본권에 관한 
나머지 문제들의 논의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權利라는 말은 법학자나 법률가들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철학, 정치학, 역사

학, 사회학, 경제학, 윤리학, 정책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사용하고 있고, 또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다.
** 이 논문을 마무리하기 전단계에서 본 원고를 검토하고 내용의 보충에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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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되는 말이므로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이냐를 

정의하기 이전에 현실에서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基本權이라는 
말도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 기본권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人權이라
는 말과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권리라는 말처럼 인권이라는 말도 매우 다양

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사용에서의 다양함과 혼란은 비단 일반인

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법학자나 법률가에게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이 권리, 기본권, 인권

이라는 말이 다종다양하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 현실에서 

법적으로 이런 말이 어떤 개념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학에

서는 권리라는 개념이 가장 중심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논

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이에 관한 문헌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 

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권리에 대한 논의 가운데서 헌법상의 基本權을 올바
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정돈하고, 그 개념을 보

다 명확히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基本權이라는 用語의 整理

(1) 基本的 人權과 基本權

基本權의 개념과 성질에 관하여 논의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사항
은 ‘基本權’이라는 용어이다. 기본권에 관한 논의에서 혼선을 유발시키는 원인 가

운데 하나가 기본권이라는 用語 그 자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基本權이라는 
용어는 人權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도 혼란을 빚고 있으며, 또 이런 용어들을 사

용하는 사람마다 그 用語法상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논의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
우리 憲法史에서 보건대, 최초의 헌법인 1948年憲法(1948. 7. 17. 공포)에는 제2

장의 표제인 “國民의 權利 義務”라는 文言에서 “權利”라는 용어와 제28조에서 

“自由와 權利”라는 용어만 등장하 을 뿐, 그 이외 헌법의 어디에도 ‘基本權’이라

는 용어는 없었다.2) 이러한 것은 그 이후 몇 차례 헌법개정이 있었음에서도 그

2) 1948年憲法이전의 大韓民國臨時政府의 각 헌법에도 기본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기간동안 중국 上海에 청사를 두었던 大韓民國臨時政府
의 1919년4월의 臨時憲章에서는 ‘選擧權’ 및 ‘被選擧權’ 이외에 ‘自由’라는 용어를 사용
하 고, 1919년 9월의 臨時憲法, 1927년의 臨時約憲, 1940년의 臨時約憲, 1944년의 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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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유지되다가 5次 改正에 의한 1962年憲法(1962. 12. 26. 공포)에 와서 제2장의 

표제인 “國民의 權利와 義務”라는 표현과 제32조 제2항의 “自由와 權利”라는 표

현이외에 제8조의 “…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 
진다.”라고 정하여 “基本的 人權”이라는 용어가 등장하 다. 현행 헌법인 1987年
憲法(1987. 10. 29. 공포)에서 제2장의 표제는 “國民의 權利와 義務”로 되어 있고, 

제37조 제2항에는 “自由와 權利”로 되어 있으며, 제10조에서 “…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라고 정하고 있는데서 “基本的 人權”

이라는 용어가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사에서는 

‘基本權’이라는 용어는 憲法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다만 현행 憲法裁判所法 제
68조 제1항의 법문에 “基本權”이라는 말이 쓰여 있다).

日本國憲法의 경우도 상황은 우리와 비슷하다. 日本國憲法(1946. 11. 3. 공포, 

1947. 5. 3. 시행)에는 제3장의 표제가 “國民의 權利와 義務”(國民の權利及び義務)로 

되어 있고, 제11조에서 “國民은 모든 基本的人權의 享有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국민에 대해 보장하는 基本的人權은…”(國民は, すべての基本的人權の享有を
妨げられない. この憲法が國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權は, …)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 “基本的人權”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日本國憲法에도 ‘基本權’이라는 용

어는 명문상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런 용어상의 문제 때문에 일본국 헌법학계에서

도 기본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基本權, 人權, 基本的 人權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그 양상이 다양하다.3) 이런 양국의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국 법학자

들의 논의를 우리의 논의에 참고할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基本權’이라는 용어와 가장 근접한 용어로 등장한 것은 ‘基本的 人權’이라는 

용어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基本權’이 ‘基本的 人權’과 같은 말인가 

하는 점이다. 기본권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 중 기본권과 인권이 같은 개념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이 이론상 쟁점이 되고, ‘基本的 人權’이라는 용어에
는 ‘人權’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자연권인 인권이라고 하는 

時憲章에서는 모두 ‘自由’, ‘權利’, ‘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헌법제정과정에서 보
면, 兪鎭午草案 가운데 ‘人民의 基本的 權利義務’라고 하는 표제에 ‘基本的 權利’라는 
용어가 등장하 다. 다른 헌법초안에서는 ‘권리’나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鄭宗
燮(註 1), 28쪽 이하; 韓詩俊(編), 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國家報勳處, 1999), 41쪽 이
하에 실린 자료를 보기 바람.

3) 日本國에서 사용되고 있는 ‘基本的 人權’이라는 용어는 포츠담宣言(Potsdam 
Declaration) 제10항에 나타난 ‘fundamental human rights’에서 유래하여 그 후 日本國
憲法關係文書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芦部信喜, 憲法學 Ⅱ(東京: 有斐閣, 1994),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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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도 있으므로4)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실정헌법에 나타난 ‘基本的 人權’을 ‘基
本權’이라고 하기에는 용어법상 처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하여 인권이라는 말을 넓게 이해하고 인권 가운데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만 ‘基本
的 人權’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용어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인권 가운데 基本的인 것과 非基本的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 이와 관련하여 ‘基本的 人權’을 
다름 아닌 ‘人權’이라고 하면서 기본권과 인권을 구별하지 않고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6)

實定憲法에 나타난 ‘基本的 人權’이라는 말과 ‘人權’, ‘基本權’이라는 말을 놓고 

학자들마다 보이고 있는 다양한 이해를 정리하면, ｢基本的 人權=人權≠基本權｣으
로 이해하는 견해, ｢基本的 人權=人權=基本權｣으로 이해하는 견해, ｢基本的 人權
=基本權≠人權｣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헌법학계에서의 논의를 보면, 헌법에 나타난 “기본적 인권”이라는 말을 이

해함에 있어 이를 講學上 ‘기본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별다른 논란이 없다. 

그리고 헌법은 아니고 법률이기는 하지만,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는 “헌

4) 이러한 ‘基本的 人權’이라는 표현에 ‘人權’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점을 하나의 근거
로 들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성질을 自然權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가 있다. 金哲洙, 憲法學槪論(서울: 博英社, 1988/2001), 253쪽. 이 견해는 인권은 언제
나 자연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일본국의 奧平康弘, 憲法 Ⅲ(東京: 有斐閣, 1993), 19쪽 이하 참조.
6) 예컨대 일본국의 宮澤俊義, 憲法(2)新版(東京: 有斐閣, 1971), 77쪽. 芦部信喜는 일본
국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말은 인권 가운데서 기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인권이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므로 ‘基本的 人權’과 人權
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는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의 용어법에서는 통상 사용되어온 人權이라는 용어와
는 달리 生來的 自然的 權利를 의미하는 인권인 ‘狹義의 人權’과 市民的․政治的 權利
와 經濟的․社會的 權利까지 포함하는 ‘廣義의 人權’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다. 그리
고 그는 자연권을 종래의 생래적인 권리에 한정하는 이해방식을 거부하고 자연법의 

자연적이라는 의미 속에는 歷史性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20세
기의 자연권’이라고 하여 모든 권리를 인권과 자연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
다. 芦部信喜(註 3), 46쪽 이하, 50쪽 이하. 이러한 것은 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일
본국 헌법학계의 용어법과 개념에 대한 통설적인 논의에서 일탈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론적인 논의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개념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새로운 자

기 식의 용어와 개념을 만들어 주장하는 것은 논의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인

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 인권, 자연권이라는 것을 둘러싼 논의는 용어에 
관한 논의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基本權, 人權, 自然權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가 
개념이나 성질의 문제에 관한 논의라는 점을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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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때의 기본권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의 해석, 헌법이론, 실정법에서는 일

단 ‘기본적 인권’과 ‘기본권’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권

이라는 용어는 이렇듯이 이제는 우리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용어사적으로 

보자면 학계에서 헌법상의 권리나 자유를 기본권이라는 말로 사용한 것에는 독

일의 Grundrecht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겨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
다고 보인다.

(2) 基本權과 人權

이와 같이 우리 실정법이나 법이론상 ‘기본적 인권’이라는 용어와 ‘기본권’이라
는 용어가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과 인권이 개념상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에 대한 용어와 

그 개념에 관해서는 크게 ｢基本的 人權=基本權=人權｣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基本
的 人權=基本權≠人權｣으로 이해하는 견해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論議의 複雜性과 正確性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基本權에 관한 논의는 
본질상 권리와 자유가 지니고 있는 價値的인 屬性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價値
判斷들이 개입해 있고, 그 결과 이 논의는 매우 분분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

다.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에 관한 논의와 기본권에 대한 메타이론적인

(meta-theoretical) 논의가 서로 섞여있는가 하면, 가치중립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
에서 가치판단이 과도하게 개입한 경우도 있다. 기본권의 개념과 성질에 관한 논

의도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본권에 관

한 논의를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인권에 관한 논의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관

점이나, 논의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태도는 법학적인 논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아무튼 인권이든 기본

권이든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판단의 개입으로 

인하여 개념에 있어서는 매우 큰 폭의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개념을 대단히 넓게 이해하는 태도와 좁게 이해하는 태도 사이에서 그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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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용어법, 정치철학적인 용어법, 법

학적인 용어법 등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의의 가닥을 바로 잡는 일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본권에 관한 복잡한 논의의 양상을 보건대, 기본권의 개념과 성질에 관한 논

의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法學的인 論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문
제로 돌아간다. 그것은 여전히 H. Kelsen의 순수법학적인 방법론이 한 축을 이루
고, 가치적인 접근방법이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논의의 장으로 다시 들어가 

방법론적인 숙고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이 법학적인 논의로 타당

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다시 묻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

인가 하는 것에는 아직도 합의된 견해가 없지만, 어느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논

의의 대상이 가치중립적인 것은 철저히 價値中立的인 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것에서는 가치중립적인 논의가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
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논의에 참여한 사람이 이를 항상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람이란 흔히 어떠한 문제에 접하여 좋

고 싫어함이 먼저 앞서고, 어떠한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것에서는 자주 先理解가 
작동하므로 논의의 嚴密性과 正確性 그리고 客觀性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학에서 법규범이나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도나 비중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형량이 수반되는 原理(principle)의 문제와 ‘이냐 아니냐’(all-or-nothing)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規則(rule)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자주 가치의 개입이 먼저 

발생하여 가치판단 이전의 단계에서 논리적 범주로서 먼저 구별해야 할 원리나 

규칙간의 구별에 관한 논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7) 물론 원리 중에는 가치가 

포함된 것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다. 槪念(Begriff)과 本質(Wesen)에 

대한 논의도 이와 유사하다. 엄 한 개념이 요구되는 경우에 가치판단과 개인의 

7) 법적 인식에서 원리와 규칙의 구별 문제가 예민하게 제기된 것은 1967년 Ronald 
Dworkin이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에 ‘The Model of Rules’라는 논문을 발
표하면서부터 다.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22쪽 이하, 28쪽 이하, 71쪽 이하, 82쪽 이하, 90쪽 이하, 294
쪽 이하; Theodore M. Benditt, Law as Rule and Principl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8), 74쪽 이하, 168쪽 이하; A. J. M . M ilne, Human Rights and 
Human Diversity(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 13쪽 이하, 18쪽 
이하 참조. 원리와 원칙의 구분은 정도(degree)의 문제이지 종류(kind)의 문제는 아니
라고 보는 견해로는 J. M. Eekelaar, “Principles of Revolutionary Legality,” in: Alfred 
William Brian Simpson(ed.), Oxford Essays in Jurisprudence, 2nd series(Oxford: 
Clarendon Press, 1973), 3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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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의 문제가 먼저 개입하여 개념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본질을 은폐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념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어

려워져 이후 전개되는 논의도 정확성과 엄 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基本權
의 槪念과 本質에 대한 이해는 基本權理論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

은 基本權의 解釋과 密接不可分의 관계를 가진다. 기본권의 개념이 먼저 정해지

고 나면 사람에 따라 인간, 사회, 국가 등에 대한 그의 시각에 따라 기본권의 해
석은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전개될 수 있다. 基本權의 解釋이 基本權 理論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면,8) 기본권의 개념에 대한 정 한 이론이 필요하다. 

基本權의 形成, 基本權의 主體, 基本權의 效力, 基本權 制限과 그 制限의 限界, 

8) E.-W. Böckenförde, “Grundrechtstheorie und Grundrechtsinterpretatio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 35(August 1974), 1529쪽 참조. E.-W. Böckenförde는 이 에서 독
일에서 전개된 그간의 기본권이론과 기본권의 해석론을 분석하면서 각각의 이론과 해

석의 바탕에는 각각 특정한 국가관(Staatsauffassung)과 헌법이론(Verfassungstheorie)이 
있다고 하고, 이를 기본권의 방어기능과 국가권력의 제한을 주로 부각시켜 강조한 ‘自
由主義(市民的 法治國家의) 基本權理論’(liberale (bürgerlich-rechtstaatliche) Grundrechts-
theorie), 자유조차 법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자유로 보고 기본권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법자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질서원리를 설명하는 ‘制度的 基本權理論’(institutionelle 
Grundrechtstheorie), 사회를 문화공동체 또는 가치공동체로 이해하고 이런 공동체로의 
통합요소로 기본권에의 구속을 요구하는 ‘基本權의 價値體系(=價値)理論’(wertsystemi-
sche Theorie(=Werttheorie) der Grundrechte), 정치적 참여나 사회적 참여의 형성 속에
서 기본권의 의미와 한계를 찾고자 하는 ‘民主的․機能的 基本權理論’(demokratisch- 
funktionale Grundrechtstheorie), 사회 현실속에서 기본권의 실현과 구체화의 동기를 강
조하고 기본권으로부터 급부의 요구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한 ‘社會國家的 基本權理
論’(sozialstaatliche Grundrechtstheorie)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자주 인용되기도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이론들을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여 구별한 것이 방법상 타당한지는 

의문이고, 개별적 기본권들이 서로 발생 배경, 기능, 성질, 내용 등에서 다양한 점을 고
려하면,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시각에 입각하여 다종다양한 개별적 기본권들을 일률
적으로 裁斷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이해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
운 점이 있다. 독일의 이러한 ‘기본권이론(Grundrechtstheorie)’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서는 독일에서도 논란이 많다. 1970년대에 나타난 이런 이론들이 독일에서도 기본권에 
관한 종래의 이해를 넓히는데(기본권이해의 변천)는 다소 기여했으나 기본권에 관한 이
론과 기본권도그마틱 역의 많은 숙제를 해명해주는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

가된다. 이러한 ‘기본권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내의 견해로는, 예컨대 
金善擇, “基本權體系”, 憲法論叢 第10輯(憲法裁判所, 1999), 143쪽 이하; 李悳衍, “基本
權의 本質과 內容: 韓國 基本權理論의 反省과 課題”, 許營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
會(編), 韓國에서의 基本權理論의 形成과 發展(서울: 博英社, 1997), 58쪽 참조. 독일의 
이러한 ‘기본권이론’의 논의를 우리 헌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
로는, 예컨대 홍성방, “基本權의 本質과 基本權理論”, 公法硏究 第27輯 第2號(1999. 6), 
14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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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權의 本質的內容侵害禁止, 憲法改正의 限界, 列擧되지 아니한 基本權의 保障 
등과 같은 논의에서는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에 따

라 그 논의의 정확성이 정해진다.

3. 論議의 中心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본질에 있어서 價値의 保障이다. 그러나 基本
權의 解釋 특히 基本權도그마틱(Grundrechtsdogmatik)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권의 내

용을 논의하기 이전에 과연 ‘실정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기본권을 권리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가치를 ‘권리로 보장한다’는 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권리로 보장한다는 것이 利
益을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를 둘러싸고 제
기되는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이것은 기본권이론에서 기본권이 지니고 있는 개념

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도대체 실정법구조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헌법상의 단순한 가치나 이익과 어떻게 다른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본권의 내용을 거론하기 이전에 기

본권과 기본권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근본적인 요소 또는 본질적인 기준은 무엇

인가? 하는 문제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권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본권의 개념이나 본질과 관련하여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중의 하나

가 人權(human rights)이나 自然權(natural rights)이나 道德的 權利(moral rights)와 같

은 개념이나 용어이다. 실정헌법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基本權의 主體, 基本權의 
制限, 基本權의 限界, 複數의 基本權間의 衝突, 基本權의 效力 등을 해결하는 메
타이론을 구축하는 문제에서는 특히 기본권의 純粹槪念(!)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이나 자연권이라는 용어들이 실정

헌법의 질서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개념들이 기본권의 보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법학적으로 엄 히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논의나 시민운동적 구호의 수준을 넘어 실

정법 질서 내에서 철저한 具體性과 實踐性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 한 基本權 理
論과 基本權 도그마틱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自然法論과 法實證主義를 둘러싼 논의
이다. 이러한 것은 때로 주장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과 연결되어 진정한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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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논의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법론은 진보적이고 법실증주

의는 보수적이거나 수구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법실증

주의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실정법이 진보적인 것이면 철저한 법실증주의적인 태

도야말로 무엇보다 진보적이고 보다 실천적인 것이 된다. 예컨대 과거 독일의 바

이마르공화국헌법하에서 실정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을 외면한 채 기본권을 

天賦的이고 前國家的인 자연권이라고 하여 결국 自由權 중심의 기본권론(이런 이론

구성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은 언제나 異物質 내지 奇形으로 존재하게 된다)을 전개한 C. 

Schmitt가 기본권의 보장에서 범한 오류를 음미해보면 自然法論으로 기본권 논의
를 전부 덮으려는 시도는 방법론상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 하지도 못하다.

법실증주의적인 태도와 다른 일련의 경향은 기본권을 精神科學的인(geisteswis-

senschaftlich) 것으로 파악하는 태도이다. 기본권 보장을 통한 弱者의 保護라는 실
정법상의 과제를 두고서도 기본권을 精神科學的인 것으로만 끌고 갈 경우 基本
權의 普遍性을 확보하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9) 基本權의 
實現에 있어서 기본권을 自然法的인(naturrechtlich) 것이라거나 精神科學的인 것이
라고 파악한 것은 이러한 법실증주의와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실책을 범한 것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10) 이러한 것의 한 예는 바이마르헌법하에서 전개된 R. 

Smend의 기본권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올바르지 못한 실정법이 위세를 

떨칠 때에는 자연법론이 抵抗이데올로기 또는 ‘實踐哲學’으로서 실천성을 발휘하
기도 하지만,11) 실정법의 내용이 올바른 것일 경우에는 법실증주의적 논의야말로 

무엇보다 강한 이론을 구축하고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동안 전개되어온 오늘날의 자연법론에 의할 때, 자연법론이 法性
을 획득함에 있어 법실증주의보다 취약하다는 것과 법실증주의적으로 표상된 법

이론에 자연법적 논의가 다 수렴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 자연법이 실

정법을 대체하는 식의 법일 수는 없다는 것과 자연법이 실제의 법문제에서 직접 

적용되는 規範目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고백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면, 

더이상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대립시키고 양자를 절대적인 擇一關係나 勝者

9) A. Bleckmann, Staatsrecht Ⅱ-Die Grundrechte, 3. Aufl. (Köln/Berlin/Bonn/München: Carl 
Heymanns Verlag KG, 1989), 74쪽 참조.

10) Niklas Luhmann, Grundrechte als Institution(Berlin: Duncker & Humblot, 1974), 38쪽 
이하 참조.

11) 자연법론에서 실천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의 한 예로는 朴恩正, 자연법사상(서울: 민음
사, 1987)의 주장을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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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食의 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2) 오늘날 법치주의에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正法을 전제로 한 법실증주의라는 것으로 한 단계 승화하여 통합
될 필요가 있다. 이미 법사상적으로 자연권이라고 거론되던 것들이 근대 입헌주

의헌법에서 權利章典(bill of rights)으로 명문화될 때부터 자연권론과 법실증주의간

의 형식적 논쟁은 더 이상 적실성을 상실하고 이미 막을 내린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러한 태도는 자연법과 실정법을 개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이 

양자를 언제나 擇一關係로 파악하는 태도를 止揚하고자 하는 것이다.13)

이 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종래의 논의

들을 세 히 검토하고, 그러한 논의들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아 

그 타당성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基本權 保障의 意味, 基本權의 主體, 基本權의 行使, 基本權
의 形成과 制限, 基本權의 效力, 基本權의 衝突 등 나머지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
어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다.

Ⅱ. 基本權 槪念의 論議 領域

1. 基本權論의 領域과 槪念論

기본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헌법학에서 기본권론

이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있고, 그 기본권론에서 다루어지는 역이 어떠한 것인

12)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대립구도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한 비판과 양자의 승화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朴恩正(註 11), 163쪽 이하 참조.

13) 法實證主義에 대해서도 이를 法律萬能主義로 수용하는 태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법
률만능주의를 부정하는 관점에 서더라도 법실증주의를 법률만능주의로 이해하는 시각

은 법실증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학에서 기본권론의 자연권성을 둘러
싼 논의를 보면 자연권설을 취하는 견해는 다분히 실정법을 중요시하거나 기본권의 실

정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法律實證主義(Gesetzpositivismus) 또는 法律萬能主義, 法律至
上主義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는 법실증주의에 대
한 올바른 이해도 아닐 뿐 아니라, 規範學인 法學에 대한 이해나 법학적 논의에서도 虛
弱性과 脆弱性을 드러낼 수 있다.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간의 수렴경향에 대해서는 예
컨대, 오병선, “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경향”, 법철학연구 제1권(1998), 
31쪽 이하 참조. 법률만능주의를 극복하는 법실증주의에 대하여는 ‘批判的 法實證主義’
를 주장하는 沈憲燮, 法哲學Ⅰ(서울: 法文社, 1983), 271쪽 이하 참조. 법실증주의의 전
개에 대해서는 Otto Brunner/Werner Conze/Reinhart Koselleck(hrsg.),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d. 5(Stuttgart: Ernst Klett Verlag, 1984), 30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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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크게 槪念論(性質論), 主體
論, 效力論, 內容論, 制限論, 形成論(包攝論)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권이라는 용

어가 가지는 개념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작업이 개념론이라면, 이러한 논의는 상

당히 많은 부분은 기본권의 성질론과 겹친다. 개념적으로 보건대, 개념과 성질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개념과 성질이 항상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기본권의 개념이 확정되면 이러한 기본권을 누가 가지고 행사하느냐 하는 기

본권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본권의 주체론은 이 문제를 다룬다. 

과거 國家優越的인 國家理論(독일에서는 특히 이것이 國家學(Staatslehre)이라는 이름으

로 전개되었다)에서는 국가도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 으나, 

국가가 私經濟의 주체가 아닌, 권력적인 지위에 있는 한, 국민에 대해서는 권리

를 가지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거나 國家有機體의 
관점을 가졌던 독일에서는 私權과 公權을 우선 구별하고, 공권에는 國家的 公權
과 國民的 公權이 있다고 이해해왔지만, 국가를 국민의 행복추구의 도구로 이해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래서 국가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가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상, 독일의 전통적인 公權理論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독일행정법이론에서 아직도 국가우위적인 관점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독일의 이론적 유산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아무튼 기본권의 
주체론은 기본권의 개념이 확정되는 경우 과연 누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유하

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죽은 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 등이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다루어진다.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기본권의 개념

을 전제로 한다.

기본권의 效力論은 기본권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다룬다. 기본
권의 효력은 그 효력을 받는 受信者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본권의 효력은 주로 

국가에 대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점과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문제는 권리장전이 실정헌법에 수

용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는 ‘헌법이란 무엇인가’하는 

憲法槪念論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효력론의 논의도 개

념론에서의 성질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권의 개념과 성질이 확정
되어야 그 효력도 그에 합치되게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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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내용론은 기본권의 개념이 확정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냐 하는 것을 다룬다. 여러 가치와 이익들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기본권의 구체

적인 내용으로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권이 권리라면 모든 이익이나 가치

를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본권이 행사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적합한 

일정한 行爲義務를 지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기본권의 주체
나 기본권의 수신자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본권의 내
용은 결국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이 된다. 개별적 기본권은 각각 그 형성 배경, 

성질, 기능 등에서 차이를 가지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학이 모두 다룰 수 없고, 각각의 개별적 기본권 역의 문제를 다루는 

해당 개별법학의 논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개별 기본권의 내용론에서는 모든 

개별법학이 헌법학적 논의에 개입하게 된다.

기본권의 내용론이 개별 기본권의 내용을 확정짓는 것이라면, 기본권의 制限論
은 확정된 내용을 어떠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

은 특정한 사유와 조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특정 사유나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제한되지 않을 것이 특정 상황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이 있

게 되면,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그 보호되는 역이 축소된다. 

기본권의 제한은 無制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제한론에서는 그 
제한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당연히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나 제
한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기본권의 保護領域(=保障領域)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기본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먼저 무엇

이 기본권인가 하는 점이 확정되어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거론될 수 있

다. 기본권이 아닌 것에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더이상 문제로 될 수 없다. 기본권

이 아닌 권리에서는 기본권 제한론의 법리나 논의가 借用될 수는 있어도 適用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권의 개념은 권리의 개념과 일치
하지 않는다. 기본권 개념이 기본권의 제한과 법리적으로 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槪念成立의 先後問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法理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본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기본권론에서 가장 선행하는 논의이

고, 기본권론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현재까지 기본권에 관한 논의가 정 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기본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허술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

다고 보인다. 물론 이러한 문제상황은 헌법학 자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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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법적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못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법학적 논의에

서 기본개념에 대한 논의가 견고하지 않아 그 다음 단계의 논의가 허술한 점을 고려해 

보라).

2. 槪念論의 內容

기본권 개념론의 주된 내용은 ‘基本權은 實定憲法에 保障된 權利이다’라는 의

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기본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는 명제에서는 논
의의 경로상 세 가지의 지점이 개념의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⑴ 실정헌

법에 보장된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權利的 要素), ⑵ 어떤 권리를 ‘실정헌법’

이 보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實定的 要素), ⑶ 어떤 권리가 ‘실정헌법의 

수준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憲法的 要素) 하는 세 가지의 

점이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구축하고 있다.

종래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보건대,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논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권에 관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는 점도 숨길 수 없다. 그 결과 외국의 이론을 실제적인 맥락과 다르게 소개하기

도 하고, 우리의 담론 구조와 별개로 남의 담론을 우리의 것으로 대체하여 논의

를 전개하기도 하 다.14)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실제에서 충실하게 전

개되지 못한 것에는 우리 憲法史에서 憲法規範이 裁判規範으로 작동하기 어려웠
고,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에 관한 보장이 규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에 대해서 실감 있게 깊이 천착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 헌법사에서 독재와 권

위주의통치가 지배하는 이상 기본권은 이에 대한 저항적인 의미로 파악되기 쉬

웠고, 따라서 때로는 국가적 폭력에 대한 투쟁의 구호로 때로는 저항의 이념적 

정당화 수단으로 우선 동원되기에 바빴다. 인권이라는 용어가 기본권이라는 말보

다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고, 자연권에 대해 감정적으로 우선적인 호감을 가졌으

며, 법실증주의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평가해왔다. 법적인 엄  개

념들이 연구되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동원개념들이 먼저 선호되

었다. 그 결과 법적인 엄  개념의 구축에서는 상당히 허술한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규범이 재판규범으로 작동하는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허술한 논의들은 많은 

14)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기본권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논의를 분석․평가한 것에 관해서
는 鄭宗燮, “基本權의 槪念과 本質에 대한 理論的 論議의 展開”, 韓國에서의 基本權理
論의 形成과 發展(서울: 博英社, 1997), 3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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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문제해결에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난 이러한 양상이 물론 우리나라

만의 것은 아니다. 기본권론에 대한 외국의 논의를 보아도 여전히 허술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외국의 논의는 완결적인 것인데, 우리의 논의는 허술하다고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담론이 충실해야 외국의 논의의 한계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논의를 어떻게 충실하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점도 분명해진다. 이런 문제의식과 관점에서 기본권의 개념부터 충실하게 규명하

고자 하는 것이며, 이런 개념론의 논의의 경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아래에

서는 이런 체계로 기본권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Ⅲ. 基本權 槪念의 構成要素

1. 權利的 要素: 權利로서의 基本權

기본권의 보장은 헌법이 특정한 가치나 이익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것은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리가 아닌 가치나 이익들과 

헌법상의 기본권을 구별하는 징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간다. 헌법이 보장

하는 가치나 이익들은 다양한 형태로 많이 존재하지만 어떠한 것이 기본권으로 보

장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기본권이 아닌 가치나 이익으로 남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과연 무엇이 權利를 定義해주는 요소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관한 그간의 오래된 법학의 논의를 보건대, 法的 權利(legal right)라

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個體에의 歸屬, 請求性, 處分權能, 免責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개념구성의 요소적 속성으로 말하면, 個體歸屬性, 請求
性, 處分性, 免責性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가치나 이익이라는 

實體的인 質料的 內容에 권리라는 形式(form of right)을 부여해주는 요소이다. 인

간의 삶에서 온갖 가치나 이익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떠한 요소가 이들 가치나 이

익들 가운데 특정 가치나 이익들을 권리이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권리라는 形
式(또는 形式的 特徵)의 문제이다. 이러한 규명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

를 권리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W. N. Hohfeld의 분석으로 얻은 성과에 의

존하고 있다. 그는 법적으로 권리라는 개념은 請求(claim), 自由(liberty), 權能
(power), 免責(immunity)이라는 전형적인 4가지 유형(type)의 법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15) 이러한 요소들이 홀로 또는 서로 결합하여 권리라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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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고 하 다. 그의 이런 규명은 그 이후 권리론의 기본을 이루어 발

전하 고, 오늘날에도 권리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그가 찾아낸 이런 요소들은 

상당히 유용해 보인다.16)

(1) 個體歸屬性

무엇을 권리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는 어떤 가치나 이익이 특정 개체

에게 귀속된다는 점이다. 즉 어떤 가치나 이익이 권리라고 하면 이를 주장할 수 

15) Wesley Newcomb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Yale Law Journal, Vol. 23(1913), 28쪽 이하 참조.

16) W. N. Hohfeld의 분석에 대해서는 다소 이와 다르게 보려는 견해와 동조하는 견해가 
있다. 다소 다르게 보려는 견해로는 예컨대, Albert Kocourek, “The Hohfeld system of 
fundamental legal concepts,” Illinois Law Review, XV(1920), 24쪽 이하; George W. 
Goble, “A redefinition of basic legal terms,” Columbia Law Review, XXXV(1935), 
535쪽 이하; M ax Radin, “A restatement of Hohfeld,” Harvard Law Review, LI(1938), 
1141쪽 이하; Roy L. Stone, “An analysis of Hohfeld,” Minnesota Law Review, 
XLVIII(1963), 313쪽 이하; Walter J. Kamba, “Legal theory and Hohfeld’s analysis of 
a legal right,” Judicial Review(1974), 249쪽 이하; Samuel Stoljar, An Analysis of 
Rights(London: M acmillan, 1984); Alan R. White, Rights(Oxford: Clarendon, 1984). 동
조하는 견해로는 예컨대, Philip M ullock, “The Hohfeldian jural opposite,” Ratio, 
XIII(1971), 158쪽 이하; James B. Brady, “Law, language and logic: the legal 
philosophy of Wesley Newcomb Hohfeld,” Transactions of the Charles Peirce Society, 
VIII(1972), 246쪽 이하; John Finnis, “Some professional fallacies about rights,” 
Adelaide Law Review, IV(1972), 377쪽 이하; Joel Feinberg, Social Philosoph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3), 56쪽 이하; R. W. M. Dias, Juris-
prudence, 4th edn(London: Butterworths, 1976); Thomas Perry, “A paradigm of 
philosophy: Hohfeld on legal right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XIV(1977), 
45쪽 이하; Elspeth Attwooll, “Liberties, rights and powers,” Elspeth Attwooll(ed.), 
Perspectives in Jurisprudence(Glasgow: University of Glasgow Press, 1977), 79쪽 이
하; Carl Wellman, A Theory of Rights(Totowa, NJ: Rowman & Allanheld, 1985). 권
리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는 있지만 W . N. Hohfeld가 분석한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가 기본적으로는 유용하다고 본다. 예컨대, Peter Jones, 
Right(New York: St. M artin's Press, 1994), 12쪽 이하(특히 25쪽); 金度均, “법적 권리
에 관한 연구⑴”,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4호(2002. 12), 191쪽 이하; 小林公, “權
利槪念に關する一考察”, ホセ ヨンパルト(編), 法の理論(東京: 成文堂, 1986), 46쪽 이
하; 長谷部恭男, 憲法(東京: 新世社, 1996), 98쪽 이하. 미에서 권리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W. N. Hohfeld의 논의에서 출발한다. 일본국 헌법학계에
서의 기본권론에 대한 논의도 개념론에서 충분하지 못한 점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

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長谷部恭男이 기본권의 개념을 파악하면서 권리개념에
서 출발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2호 : 1∼8016

있는 주체에게 전속적으로 歸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주체는 특정한 가

치나 이익이 자기 역에 속하는 것으로 타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타자는 이러한 

주체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이를 個體歸屬性 또는 個人性
(individualität)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개체귀속성을 가지는 권리의 주체, 즉 어떤 권리가 귀속되는 개체는 개인

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다. 기본권의 경우 누가 이런 개체에 해당하는가 하
는 문제는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지만, 기본권이 권리인 이상 기본권은 특

정 개체에 속한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치나 이익 중 어떤 것을 기본권이라고 한

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과연 개개인에게 자기의 것이라고 토를 확보해주어

야 할 가치나 이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 즉 基本權 包攝 또는 基
本權 形成의 문제가 따라 온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개체에 대한 권리의 귀속성은 권리 주체로 하여금 타자에 대하여 주장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게 

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권리주체의 자유 의지에 의하는 것인데, 권리주체가 자신

의 권리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이러한 성격을 主觀性(Subjektivität)이라고 한다. 따

라서 권리는 그 주체와 관련하여 언제나 주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권리는 본질필

연적으로 個人的 權利 또는 主觀的 權利일 수밖에 없다. 주체와 결별하거나 분리

된 客觀的인 관계는 권리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체와 결합하지 못하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 주관적 권리는 실정법규범에 의하여 실정화되면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도 획득하여 실정법상의 권리가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지만, 객관적인 규범은 주관성을 가질 수 없다. 독일의 기본권이론에서 

기본권을 ‘主觀的 公權’(subjektiv- öffentliches Recht)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國家學
에서 전통적으로 국가가 공권을 가진다고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공권과 기

본권을 구별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주관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을 공권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의문도 

가지지 않고 기본권을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再考할 필요가 
있다.17) 오히려 主觀的 權利 또는 個人的 權利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보

17)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개된 행정법학의 이론을 보건대, 우리나라 행정법 학자들 가운
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독일의 이론을 거의 번안하다시피 하여 우리의 행정법에 관

한 이론으로 전개하여왔다. 우리 행정법학의 분야에서 거론되어온 公權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독일의 논의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공권을 둘러싼 논의가 답보상태
에 있는 것이나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독일의 고민을 우리의 고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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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나머지 문제는 기본권의 효력에서 다룰 문제이지 개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請求性

권리는 그 주체에게 있어서 이런 주관성을 가지게 하므로 권리주체는 그 권리

에 근거하여 타자에 대하여 권리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 권

리로 인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

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를 除去하거나 피
해를 轉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권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힘을 請求性 또는 
訴求性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는 본질필연적으로 이러한 청구성 또는 소구성을 
개념의 구성요소로 지니고 있다. 청구야말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만들고(권리는 

곧 유효한 청구이다), 이러한 청구성에 의하여 권리는 기본적으로 청구권으로 작동

한다. 청구성이 개념요소에 없는 한 이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성립할 수 없다. 기

본권도 청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권리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념상 기

본권으로 성립하려면 청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권리의 주장(assertion of rights), 즉 청구에는 특정의 目的物에 대하
여(to) 자기의 것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런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즉 자기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有效하다’(valid)는 것을 外部(특정인 또는 일반인인 타자)에 

향하여(against)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개념요소로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have a right)는 것은 외부에 향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have a 

claim against someone)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가지는데, 이는 권리의 목적물에 
대하여(have a claim to something) 자기가 권리를 유효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

장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18)

로 착각하여 ‘고민의 단계’(?)를 기다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에서도 이에 대한 재검토의 노력이 보인다. 예컨대, 鄭夏重, “獨逸公法學에 있어서 權
利의 槪念”, 행정법연구(2000. 11), 15쪽 이하 참조.

18) Joel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 of rights,” in: J. Feinberg, Rights, Justice, and the 
Bounds of Libert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150쪽 이하; J. Feinberg, 
“The rights of animals and unborn generation,” in: J. Feinberg, 같은 책, 160쪽 이하; J. 
Feinberg(註 16), 64쪽 이하; Th. M. Benditt(註 7), 174쪽; 金度均(註 16), 22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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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 즉 권리주체의 상대방

이 권리주체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무엇을 해주어야 할 의

무를 권리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경우에 권리주체가 가지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것을 請求權(claim-right)이라고 한다. 권리가 가지는 이러한 청구성은 權利
의 種類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積極的 請求權(positive claim-right)은 

상대에게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消極的 請求權
(negative claim-right)은 상대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 것이 요구되는 권리이다. 대체

로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극적 청구권이고, 외부 세계 일반, 즉 일반인에 대

한 청구권은 소극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극적 청구권도 구체적인 행사

에 있어서는 특정인에 대해서 행해진다.

기본권의 경우 請求權的 基本權은 적극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많은 기본권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이러한 청구권적 기본권이냐 하는 문제는 개별 기본권마다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請求權的 基本權과 다소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自
由權(liberty-right)이다. 自由를 권리로 보장하는 自由權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권
리로 보장되는 것이 자유이고, 자유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것과 달리 

성질상 타자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또는 그런 상태의 확보)를 의미하므로, 이

런 자유를 권리로 보장하는 자유권은 어떤 상대에게 자유의 내용에 각기 대응하

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의무를 이행할 것을 請求하는 성질을 가지
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유권의 경우에도 자유권이 권리로 보장되는 이상, 자

유권이 침해된 때(또는 특정한 경우에는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권리의 주체가 이

러한 침해행위를 가하는 자에 대하여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청구하거나 침해

된 자유를 轉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基本權의 保護義務
를 가지는 基本權保障體系(예컨대 우리 憲法 §10)에서는 타자에 의한 자유권의 침

해를 구제하여 줄 것을 국가에게 청구할 권리도 발생한다.19) 국가는 이에 따라 
권리구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범위에서 자유권도 권리로 보장되는 

때에는 청구권과는 그 수준(=정도)을 달리하지만 청구성을 가진다.

권리는 그 권리의 주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방어할 수 있다. 기본권이 국가에 대하여 ‘主觀的 防禦

19) 이는 기본권이론에서 확립되어 있다. 권리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H. L. A. 
Hart, “Bentham on legal rights,” A. W. B. Simpson(註 7), 181쪽 이하; 金度均(註 
16), 18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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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subjektive Abwehrrechte) 또는 ‘防禦權’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기본권이 권리

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자유권의 보장은 단순히 자유로운 

상태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침해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 역을 방어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20) 기본권은 국가의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은 언제

나 방어권에서 도출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기본권에는 침해행위를 제거하거나 

침해로 인한 피해를 轉補할 것을 구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이러한 행위를 沮止할 수 있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기본권이

론에서 기본권이 방어권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한 것은 곧 기본권이 권리라는 점

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방어권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어 사회 역 또는 개인

에 대해서도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에 해당한다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對私人的 效力). 독일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국민에 대하여 

國家優位的인 관점에서 공법이론이 성립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 대

하여 國民優位的인 權利體系를 받아들이고 이를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해소시
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연히 기본권의 방어권적 성격이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독일의 경우 이러한 점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연방헌법재판소의 Lüth판

결이다). 그러나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우위를 당연한 것으로 하여 권리개념을 
획득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어권은 기본권이 가지는 권리로서의 속성에서 나

오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권리가 請求性을 가지는 이상 상대방은 이
런 청구에 대응하는 의무를 가진다. 기본권이 청구 가능한 권리인 이상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본권의 受範者(=受信者 Adressant)라는 

법적 지위에 놓인다.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이런 

법리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우리 憲法 제10조는 이런 법리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
다. 그런데 권리는 상대방에게 의무가 부과될 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

이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권리는 존재할 수 있다.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권리

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에게 기

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행위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헌법이 먼저 국가에게 

특정행위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국민이 기본권을 획득하는 것이 

20) Hartmut M aurer, Staatsrecht(München: C. H. Beck, 1999), 2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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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되면 언제나 침해배제청구권이 발생한다.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면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력적 권한을 

가지는 것도 공동체의 유지와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의 의무이

다. 권리가 존재하고 이에 대응하여 의무가 발생하는 법리는 소송법이나 행정법

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독일의 재래의 이론인 이른바 ‘主
觀的 公權(= 個人的 公權)理論’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국민에게 기본권이 인정되면 국가에게 그에 대응하는 義務가 발생한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가치나 이익을 실현할 의무는 국민에게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法律上의 權利가 인정되거나 권리가 아닌 가치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도 발생한다. 국민에게 법률상의 권리가 인정되어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국가에

게 부과되면 이는 法律上의 義務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
이 아닌 가치나 이익이 헌법에는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런 憲法的 價値나 利益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헌법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憲法的 義務이다. 따라

서 기본권이 보장되면 국가에게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발생하지만, 국가에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여 항상 그에 대응하는 기본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3) 處分性

권리는 이를 보유하는 주체가 자유의사에 의해 이를 讓渡하거나 抛棄할 수 있
는 權能(power)을 가진다. 이러한 것은 권리주체가 자기 권리와 관련된 법적 관계

를 決定하고 形成할 수 있는 힘, 즉 권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1) 권리주체

가 이런 권능을 가지는 것은 실정법이 권리로 보장하면서 이러한 권능을 부여했

기 때문이다.

권리의 주체는 이러한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양도하거나 

포기하여 법률관계를 그에 합당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

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 양도, 포기에 따른 법적인 효과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본질필연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주체가 어떤 것을 권리로 보장받고 

있다는 것은 이런 권능을 가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권리주체 이외의 존

재에 의해 이러한 권리의 처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자의 의사

에 의해 이러한 자기의 권리가 양도되거나 포기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은 이

21) W. N. Hohfeld(註 15), 4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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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념상 권리가 아니다. 이러한 것은 反射的 利益 또는 事實上의 利益에 지나
지 않는다.

그런데 기본권의 경우에는 성질에 따라 國家 또는 私人에 대하여 이러한 양도
가 금지될 수 있고, 기본권의 포기도 금지될 수 있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데 제1의 목적이 있으므로 기본권

의 양도나 포기가 이러한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때에는 이러한 양도

나 포기는 개념본질상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私經濟의 主體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이상 권리의 주체
가 되지 못하므로 사인이 국가에게 그의 기본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사

경제의 주체간에 허용되는 양도나 포기가 아닌 이상 기본권의 양도 또는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인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지만,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양도나 포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공동체의 존속이나 국가의 기능

과 활동을 왜곡시키는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의 기본권 목록에 포함된 

대부분의 기본권들은 그 양도나 포기가 금지된다. 그러나 개별 헌법에 따라 다양

한 가치나 이익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차이도 

있으므로 그런 성질을 무시한 채 이를 일률적으로 양도나 포기가 금지된다고 하

기는 어렵다. 財産權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재산권을 포기하
거나 국가에 대하여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기본권도 있으므로 모든 기

본권에 대하여 그 양도나 포기가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免責性

권리가 인정되면 그 권리주체는 타자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권리와 관

련된 법률관계가 形成되거나 變更 또는 消滅되지 않는 지위에 놓인다. 권리는 개

인에게 개인귀속적인 역을 확보하여 주므로 타자는 이런 역을 침해하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없다. 즉 권리가 인정되면 그 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주

장, 요구, 청구로부터 자유로운 역이다. 따라서 권리는 이런 면책성에 의해 타

자의 법적인 권능이나 통제로부터의 자유(freedom)를 확보한다. 이러한 것을 免責
性(immunity=exemption)이라고 한다.22) 따라서 권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면책성을 
개념의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기본권보장의 체계에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보면, 국민이 기본권을 보유하고 

22) W. N. Hohfeld(註 15), 5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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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아무리 民主的 正當性을 가지는 국회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권을 침
해하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없다.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 국회나 법원의 법적인 

권한이나 통제에서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이 권리이고 이

런 권리에 면책성이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면책성은 기본권

에서 특히 중요하다. 어떤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면 국가는 그가 독점하고 있

는 합법적 권력을 통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내용이나 역을 일방적으로 침

해하거나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2. 實定的 要素: 實定法에 의한 權利性의 賦與

(1) 實定憲法에 의한 權利性의 賦與

1) 權利의 確認과 權利의 創設

권리라는 개념을 인정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실정헌법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성

질상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예

컨대 인간의 생명, 신체의 자유, 내심의 자유, 정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실정헌법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전에라도 인간이라는 實存的 存在가 존재하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至高의 價値나 利益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자연

권이라고 하든 하지 않든 실정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리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권리가 실정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었을 때 이를 憲法上 確認한 權利라고 한다. 즉 헌법이 제정하면서 

그 헌법이 비로소 인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실정헌법이 존재하기 전에 始原的으로 
존재하는 권리를 실정헌법이 단지 실정법구조 속으로 편입하여 헌법적 효력이 발

생하도록 재확인하여 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실정헌법이전에 

존재하여 지고의 가치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 것이지만, 헌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실정헌법에 기본권으로 편입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이런 헌법상 

확인된 권리는 그 법적 권리성의 부여가 헌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헌법에서 확인되는 권리와 달리 실정헌법이 헌법제정(또는 개정)시에 여러 가치

나 이익들 가운데 특별히 헌법의 수준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

은 헌법이 특정 憲法制度를 만들면서 이런 제도가 작동하도록 권리도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예컨대 헌법이 代議制度를 채택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는 경우)나 어떤 권리를 법률상의 권리로 보장해도 되고 헌법상의 권리로 보

장해도 되는 경우(예컨대 우리 憲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 이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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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법에서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헌법이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거나 또는 헌법정책상 공동체내의 가치나 이익을 권리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하기도 하고 법률에 보장하기도 하므로 이는 다양한 樣態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 헌법상의 권리는 실정헌법이 헌법상의 권리로 창설한 권

리이다. 이런 창설된 기본권도 실정헌법에 의해 권리성을 획득한다.

2) 基本權과 自然權

α) 基本權과 自然權의 槪念的 區別
기본권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기본권이 자연권과 같

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이다. 개별적 기본권 가운데 信仰의 自由, 思想․
良心․意思의 形成의 自由, 沈黙의 自由 등과 같은 內心의 自由, 生命權, 思想의 
自由, 宗敎의 自由, 表現의 自由, 身體의 自由, 私生活의 秘密, 居住․移轉의 自
由, 自己決定權23) 등은 생래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성질상 헌법이전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실정헌법에서 권리로 규정하는 경우

는 자연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기본권은 실정헌법에서 確認되거나
(recognized) 宣言되어(declared) 實定化하 다고 할 수 있다.24) 이러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實定化된 自然權’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실정헌법이 헌법적 수준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
는 권리 중에는 성질상 자연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헌법에 의해서 비로

소 創設되거나(created) 認定된(granted) 기본권이 그에 해당한다.25) 예컨대 공무원

으로 임명되어 公職에 就任하고 公務를 수행하는 권리(憲法 제25조)는 자연권이 

아니라 헌법이 公職制度를 창설하고 이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憲法的 水準에
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選擧權(憲法 제24조)이나 

被選擧權(憲法 제25조)도 헌법이 統治機關의 構成原理의 하나로 代議原理를 택하
고 代議制度를 창설하여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26) 請願權(憲法 제26조)도 헌법이 청원제도를 두고 이를 실효성 있게 

23) 自己決定權에 대하여는 權亨俊, “憲法上의 自己決定權”, 琴浪金哲洙敎授停年紀念論文
集刊行委員會, 韓國憲法學의 現況과 課題(서울: 博英社, 1998), 334쪽 이하 참조.

24) P. G. Guthrie/D. T. Kramer/K. Hart/L. I. Reiser/J. W. Thomey(ed.), American Juris-
prudence, 2nd edn.(New York: The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mpany, 1979), 
209쪽 참조.

25) P. G. Guthrie/D. T. Kramer/K. Hart/L. I. Reiser/J. W. Thomey(註 24), 2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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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국민에게 헌법적 수준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다. 財産權
도 근대 인권선언 등에서는 봉건적 신분의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

해 자연권으로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었고, 인간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결실을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추구와 공동체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자연권으로서의 성질도 지니고 있지만, 자본주의사회의 변화와 

자본주의제적 문제의 발생, 그리고 재산권목록에 포함되는 내용의 지속적인 추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財産權의 社會性’(이의 규범적 의미도 분분하고, 확정적이지 않다)이라는 것이 

헌법에서 강조되기도 하 다. 우리 憲法 제23조도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財産
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바이마르憲法 제153조 제1항과 같

다)고 명문화하고 동시에 제3항에서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행
사하여야 한다”(바이마르憲法 제153조 제3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산권을 무한정으로 자연권이라고 하면, 그 내용과 한계는 자연법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할 수 없다.27) 재산권의 경우 土地財産權, 

26) 代議原理와 代議制度에 대한 자세한 것은 鄭宗燮, 憲法硏究 1 제2판(서울: 博英社, 
2001), 247쪽 이하, 269쪽 이하, 303쪽 이하; 鄭宗燮, 憲法硏究 4(서울: 博英社, 2003), 
63쪽 이하를 보기 바람. 

27) 재산권이 절대불가침의 자연권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체제가 등장하기 
전인 프랑스혁명 당시에도 이데올로기투쟁의 성격을 지닌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예컨대 지롱드派憲法草案(1793. 2. 15. 국민공회 제출), 로베스삐에르人權宣言草案
(1793. 4. 24. 국민공회 제출), 1793年憲法(1793. 6. 24. 국민공회에서 채택) 등에 이런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1793年憲法 제1조, 제2조, 제16조는 재산권을 자연권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인간의 권리가 아닌 市民의 권리라고 하여 
재산권을 둘러싼 당시의 이데올로기투쟁 속의 타협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793
年憲法 제1조와 제2조는 자유, 소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을 자연권으로 선언한 
1789年人權宣言(1789. 8. 26) 제2조의 것을 승계한 것이다. 재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되고 사회구속적이라고 하는 현대 재산권 사상은 이 당시에 이미 로

베스삐에르초안에도 등장하 다. 辻村みよ子, フランス革命の憲法原理(東京: 日本評論
社, 1989), 103쪽, 169쪽 이하, 221쪽 이하, 283쪽 이하(특히 284쪽), 354쪽 이하 참조. 
근대 초기 재산권을 천부적인 자연권이라고 한 것은 특히 계몽주의자들과 자연법론자

들에 의해 주장된 것이지만 이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소유권사
상과 재산권의 개념과 성질의 변화에 대해서는 尹喆洪, 所有權의 思想(서울: 法元社, 
1995), 1쪽 이하, 33쪽 이하, 111쪽 이하, 151쪽 이하; 渡邊洋三, 財産權論(東京: 一粒
社, 1985), 3쪽 이하, 34쪽 이하, 62쪽 이하; 甲斐道太郞 외(강금실 옮김), 소유권사상
의 역사(서울: 돌베게, 1984); 김남두(엮어옮김), 재산권 사상의 흐름(서울: 天池, 1993) 
참조.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시대와 나라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관해
서는 김상용, 토지소유권 법사상(서울: 민음사, 1995), 72쪽 이하(특히 10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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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에 대한 支配權, 知的財産權, 각종 利用權,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 등 계

속 재산의 목록에 추가되는 개별 재산권을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재산권을 그 

종류, 범위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憲法的 權利 
즉 基本權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과 한계를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게 법

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회는 立法形成의 自由 한
도 내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물론 재산

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 자연권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기본권 이외

에도 여러 경우가 있다. 노동자의 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憲法 제33조 제

1항)과 특히 공무원인 노동자의 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憲法 제33조 제2

항),28) 刑事被害者의 裁判節次陳述權(憲法 제27조 제5항), 刑事補償請求權(憲法 제
28조), 國家賠償請求權(憲法 제29조 제1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憲法 제30조), 消費
者의 權利(憲法 제124조),29) 大法院의 裁判을 받을 權利(憲法 제27조 제1항, 제101조 

125쪽 이하, 249쪽 이하; 日本土地法學會, 土地所有權の比較法的 硏究(東京: 有斐閣, 
1978) 참조.

28) 우리 憲法 제33조 2항의 文言을 보건대, 공무원인 노동자의 경우 어떠한 직에 있는 
공무원을 노동3권를 가진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법
률로 정하는 사항이지만 단순 고용직이든 아니든 구별 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3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의 노동3권의 인정문제는 각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헌법에서 명문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데,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공무원
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에서도 이러한 권리들이 자연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하여는 閔京植, “美國에서의 公務員의 
罷業權”, 美國憲法硏究 第8號(1997), 355쪽 이하 참조.

29)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도 과연 이런 권리를 헌법적 수준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법률적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있다. 1980年憲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權寧星과 梁建은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權寧星, 憲法學原論(서울: 法文社, 1981/ 
2002), 536쪽 이하; 梁建, 憲法硏究(서울: 法文社, 1995), 862쪽 이하 참조. 權寧星은 
이런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을 消費者保護法이 정하고 있는대로 安全
의 權利, 알 權利, 選擇할 權利, 意見을 반 시킬 權利,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 敎育을 
받을 權利, 團結權과 團體行動權을 들고 있다. 權寧星, 같은 책, 537쪽 이하. 權五乘은 
이런 권리가 기본권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유보하고 있다. 權五乘, 消費者保護法(서
울: 法文社, 1994), 1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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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항),30) 憲法裁判所의 憲法裁判을 받을 權利(憲法 제27조 제1항, 제111조)31)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능력에 따라 그 권리의 실현이 직결되는 社會的 基本權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본권들의 경우에도32) 그 구체적인 권리들(구체적으로는 무엇이 

사회적 기본권의 목록에 속하는가 하는 것도 확정적이지 않다)을 하나씩 따져보면 이

런 것을 만연이 자연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33) 사회적 기본권의 목록
에 속하는 다양한 권리들이 자본주의체제가 자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체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임을 고려하면, 과연 사회적 기본권을 자연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예컨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주의, 사회

주의가 혼합된 바이마르憲法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그 전형적인 것이다. 

30)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鄭宗燮, 
憲法判例硏究(1)(서울: 철학과현실사, 1998), 39쪽 이하를 보기 바람.

31)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존재하고 이것이 行爲規範과 裁判規範으로 작동하는 
이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헌법의 存在論理上 自然的인 것이지만, 生
來的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본권도 헌법에서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때 이
런 헌법재판제도와 동시에 이에 필요한 권리를 정함으로써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32)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근래에 와서도 여전히 
추상적 권리냐 구체적 권리냐 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成樂寅, 
“基本權體系上 生存權的 基本權의 憲法的 價値”, 考試界 제22권 제10호(1995년 10월
호, 1995. 9), 14쪽 이하; 鄭萬喜, “生存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같은 책, 27쪽 이
하; 權寧星, “社會的 基本權의 憲法規範性考”, 憲法論叢 第2輯(憲法裁判所, 1991), 199
쪽 이하 참조. 그러나 국내 학설이 채용해온 프로그램規定說, 抽象的權利說, 具體的權
利說은 일본국의 헌법학계에서 논의되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일본국 학자에 의해서
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3分說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鄭宗燮, 憲法裁判硏
究⑴(서울: 철학과현실사, 1995/1999), 235쪽 이하; 韓泰淵, “社會的 基本權의 憲法的 
課題”, 韓泰淵, 憲法과 國民(서울: 考試硏究社, 1995), 349쪽을 보기 바람. 韓秀雄은 사
회적 기본권의 성질을 헌법적 의무라는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法的 權利說로부
터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 韓秀雄, “憲法訴訟을 통한 社會的 基本權 實現의 限界”, 人
權과正義 제245호(1997. 1), 73쪽 이하, 78쪽 참조.

33) 韓秀雄은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을 엄격히 구별하고, 독일의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을 
전제로 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주관적 권리로서보다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는 객관적

인 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의 “자유적 내용”도 사
회적 기본권에서 분리하여 헌법상의 개별적 자유권에 귀속시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韓秀雄(註 32), 72쪽 이하, 77쪽 이하 참조. 아울러 그는 사회적 기본권을 명문
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독일기본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함

께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자유권 해석에 있어 독일에서 볼 수 있는 것

과 같이 자유권을 사회적 기본권적 시각으로 해석하거나 사회국가적으로 해석하는 이

른바 “자유권의 사회권화” 또는 “자유권의 생활권화”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韓秀雄(註 32), 8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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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이전에 프랑스혁명 당시 1793年憲法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사회
적 권리의 보장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 다.34) 발생사적으로 보면 사회적 권리는 

抽象的 人間(l’homme abstrait)이 아니라 社會的 市民(citoyen social) 또는 狀況的 人
間(l’homme situé)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서 포착되는 개념이다. 성질, 이념, 법리 

등을 놓고 사회적 권리와 자유권이 구별되는 것이라는 논의도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과 자유권의 보장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척하
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바탕이 되는 이념, 성질, 법리는 다른 것이다.35) 뿐만 아니

라 環境權(憲法 제35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환경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을 고려하면 이를 일률적으로 자연권이라고 하기에는 이

론상 難點이 적지 않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기본권을 실정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그 개념을 확

정하면 기본권을 곧바로 자연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껏해야 기본권 가운데 生
來的 權利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권에 한하여 자연권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정헌법에 의해 헌법적 권리로 창설(!)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생래적인 자연권

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권과 자연권은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고, 성질상 

기본권 중에는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권과 실정헌법에 의해 창설된 

실정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래 자연권이라는 개념은 自然法思想의 핵심을 이루는 것인데, 그간 인간의 
역사에 등장하여 전개된 자연법론의 변천과정을 보면 자연권의 개념 그 자체부

터 一義的이지 않다. 자연법을 天上의 가치로 永久不變한 고정된 最高의 法이나 

34) 프랑스 1793年憲法 제21조는 “사회는 불행한 시민에 대해 노동을 확보하거나 노동할 
수 없는 자에게 생활수단을 보장하는 것에 의해 그 생존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정
하여 생존보장을 사회의 의무로 규정하 다. 이것은 社會的 權利 保障의 萌芽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권리의 발달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시 로베스삐
에르인권선언초안에는 생존권을 권리로 정하 고, 生存權(droit à la vie)에 대한 주장
도 있었다. 辻村みよ子(註 27), 222쪽 이하, 287쪽 이하 참조.

35)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韓泰淵(註 32), 309쪽 이하, 317쪽 이하, 345쪽 이하, 379쪽 
이하 참조. 프랑스에 있어서 社會權의 개념의 등장 배경과 초기 논의에 관하여는 中
村睦男, 社會權法理の形成(東京: 有斐閣, 1973), 13쪽 이하 참조. 中村睦男는 프랑스에
서 나타난 社會權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조합권, 단체협약체결권, 파
업권, 기업관리에의 참여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권, 공적부조를 받을 권리, 국
가로부터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권리 등으로 파악하고, 이런 사회권의 법리 형성에 
향을 미친 주요한 사상으로 생디칼리즘(syndicalisme), 社會的 카톨리시즘(catholicisme), 
社會連帶主義(solidarisme), 마르크스주의(Marxisme)를 든다. 中村睦男, 같은 책, 43쪽, 
120쪽 이하, 166쪽 이하, 194쪽 이하, 21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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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宙 理法으로 파악하는 태도에서부터 理性法으로 파악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의 
생활현상의 법현실 자체에서 도출되는 具體的이고 歷史的인 것으로 파악하는 태
도에 이르기까지 그 인식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하고, 자연권의 개념

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권리, 즉 인간 존재에서 근본적이고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예컨대 국의 수평파, J. Locke, Th. Paine 등이 이해한 것

과 같이)에서부터 단순히 Th. Hobbes의 自然狀態(status of nature)에서의 자유를 의

미하는 것에 이르거나 그 이외의 의미를 담거나 하기까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36) 과연 기본권을 자연권이라고 할 때에도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기본권을 자연권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를 보

건대 이런 점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아무튼 다양한 주장들로 채워진 자

연법론에서 하나 일치하는 것은 인간과 공동체의 본질로부터 ‘前國家的이고 非實
定的인 法’(vorstaatliche, nichtpositives Recht)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은 모든 實定
法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모든 國家法(staatliches Recht)의 옳고 그름은 이 법에 의

해 판가름난다는 명제이다.37) 그러나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정법체계에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인 기본권을 헌법

보다 하위에 있는 법령들이 침해하거나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國民主權原理와 
立憲主義原理가 확보하고 있는 憲法의 優位(Supremacy of Constitution, Vorrang der 

Verfassung, Suprématie de la Constitution)와 憲法의 最高規範性이 작동하기 때문이므
로 이러한 법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

지 않다.

지금까지의 自然法論의 전개 양상을 보건대, 다양하고 많은 견해들이 하나의 

공통된 내용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하 다고 보인다.38) 오히려 자연법론이나 자연

권론이 시대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향이나 전략으로 채택되어 온 점을 고려

하면, 그 含意를 충분히 음미하되 기본권논의를 만연이 자연권의 문제로 후퇴시

36) P. Jones(註 16), 72쪽 이하, Richard Tuck, Natural Rights Theories: Their Origin and 
Developmen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H. L. A. Hart, “Are there 
any natural rights?,” in: Anthony Quinton(ed.), Political Philosoph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60쪽 이하 참조. 홉스적 전통에 따르면 자연권을 W. N. 
Hohfeld가 말한 liberty-rights를 의미로 이해한다.

37) Heinrich Henkel, Einführung in die Rechtsphilosophie, 2. Aufl.(München: C. H. Beck, 
1977), 502쪽 이하 참조.

38) A. Bleckmann(註 9),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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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보다는 기본권의 개념을 법적으로 더욱 精緻하게 定義하는 노력이 중요하
다.39) 연혁적으로 자연권 사상이 강하게 지배해온 미합중국에서도 자주 헌법적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헌법적 권리를 

자연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와 자연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州의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 陪審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유언으로 재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자연권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
서 미합중국에서도 어떠한 권리가 所謂 ‘自然權’(so-called “natural rights”)이라는 것

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그것을 결정하는 ‘정해진 原則’(definite rule)은 없

어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사법판단을 해가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

법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40)

基本權을 이렇게 自然權과 槪念的으로 구별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문제에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자연권의 성질을 가
지는 것인 경우에는 憲法制定權者가 헌법을 改正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가지
지만 순전히 實定憲法에 의해 창설된 권리인 경우에는 헌법제정권자가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예컨대 헌법제정권자가 통치기관을 구성하는 원리로 채택한 代
議民主主義를 폐기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나 선출직에 
취임하는 권리 등과 같이 代議民主主義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한 권리는 더 이상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근거가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憲法 
제72조와 같이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國民投票도 이런 제도를 信任投票的 獨
裁나 衆愚政治의 위험을 고려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여 폐기하면 
이런 國民投票權은 더 이상 기본권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자연권으로 이

해될 수 있는 생래적인 권리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이루는데, 실제에서 이런 생래

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헌법개정은 발생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혹 생래적 권리

이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므로 자연스럽게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39) 李悳衍은 독일에서 기본권의 實定性과 超實定性이 강조되면서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
면서 법이론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본권의 초실정성의 회복을 최대한의 기본권실
현을 위한 절대적이고 논리필연적인 법철학적․법이론적 귀결점으로 받아들여서는 아

니 된다”고 지적한다. 李悳衍(註 8), 43쪽 이하(특히 50쪽) 참조.
40) P. G. Guthrie/D. T. Kramer/K. Hart/L. I. Reiser/J. W. Thomey(註 24), 210쪽 이하(특
히 2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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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自然權論에 대한 檢討
기본권의 성질에 대한 하나의 이론으로서 거론되는 自然權論은 헌법에서 보장

하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권이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견해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나 대

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自然權은 自然法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先存하는 國家以前의 권리이다. ② 自然權은 超憲法的 權利
이며 헌법의 규정은 憲法以前에 성립하는 人權을 확인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헌법의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는 존속한다. ③ 自然權은 국가를 초월
하여 모든 國際社會에서 適用된다. 이것은 어떤 나라에서든지 인정되는 것이고 

모든 人間에게 인정된다. ④ 自然權은 인권으로서의 包括性을 가진다. ⑤ 自然權
은 인간에 고유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不可讓 不可侵이
다. 따라서 자연권은 憲法改正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고, 憲法留保나 法律留保
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타인과의 공생을 위하여 超憲法的인 制限에 
服하게 된다.41) 기본권을 자연권이라고 보는 자연권론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기본권을 자연권이라고 보는 자연권

론은 대부분 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자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기본권이 자연권이냐 실정권

이냐 하는 기본권의 성격문제는 헌법의 규정방식여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주

장도 제기되고 있다.42) 아무튼 자연권론은 자연권을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권

41) 金哲洙, “現行 憲法上 基本權의 法的性格과 體系”, 憲法論叢 제8집(1997), 31쪽 이하.
42) 金哲洙(註 41), 12쪽 이하에서는 “基本權이 自然權이냐 實定權이냐의 性格問題는 憲法
의 規定方式如何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하고, 실정권규정방식으로는 국의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유럽 각국의 군주주의헌법, 日本帝國(明治)憲法을 들고 있고, 자
연권규정방식으로는 미합중국의 버지니아인권선언과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서
독의 기본법, 이탈리아의 1947년헌법, 일본국헌법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우리 헌법
의 경우 1948年憲法, 國家非常措置法, 1972年憲法은 實定權的 規定方式이고, 1960年6
月憲法과 1960年11月憲法, 1962年憲法, 1980年憲法, 1987年憲法은 自然權的 規定方式
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주주권원리가 지배하던 시대의 실정법에 나타난 권리와 현대
의 국민주권원리가 지배하는 실정법에 보장되는 권리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방법론상 타당한지도 의문이고, 위 각 나라에서의 기본권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보
건대,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특히 우리 헌법을 
위와 같이 분류하는 것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예컨대 1948年憲法부터 현재의 1987年
憲法까지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명문으로 똑같이 
보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을 두고 1948年憲法과 1972年憲法에서는 實定權이고 



2003. 6.] 基本權의 槪念에 관한 硏究 31

리라고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모두 이러한 자연권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학에서 이러한 自然權論은 항상 實定權論을 상대로 하여 주장되었는
데, 자연권론의 주장도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연권론이 비판하는 

실정권론의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었다. 그 동안 전개된 논의를 보

건대, 상호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과연 서로 상대의 주장

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하 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헌법학에
서 기본권이 자연권이냐 실정권이냐 하는 논의는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처음과 

비슷한 수준에서 겉돌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43) 종래의 자연권론을 보건

대, 기본권이론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종래의 自然權論은 基本權의 一般理論의 부분에서 처음부터 기본권은 자
연권이라고 못을 박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위에서 보았듯이 서로 다른 성질

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헌법상의 권리들 즉 個別的 基本權들이 지니고 있는 성
질상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못하다. 생래적인 권리라는 의미로 

‘自然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해당하는 헌법상의 권리들에만 

한정하여 자연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는 이러

한 의미의 자연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 

가운데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다양한 기본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정헌법이 헌

법적 수준에서 보장하는 개별적 기본권들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질상의 차이

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44)

둘째, 다양한 개별적 기본권들의 각각의 성질을 무시하고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자연권이라고 하면 자연인이 아닌 法人이나 團體에게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 

1960年6月憲法과 1960年11月憲法, 1962年憲法, 1980年憲法, 1987年憲法에서는 自然權
이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43) 우리 헌법학에서 나타난 이러한 논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鄭宗燮(註 14), 3쪽 이하, 
20쪽 이하; 鄭宗燮, 憲法硏究 2, 제2판(서울: 博英社, 2001), 55쪽 이하를 보기 바람. 
우리 헌법학에서 종래의 자연권설과 실정권설의 대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로

는 金善擇(註 8), 155쪽 이하 참조.
44) 기본권을 자연권의 체계로 파악하는 대표적인 이론을 ‘金哲洙憲法學’에서 발견할 수 
있다. ‘金哲洙憲法學’에 의하면, 기본권 전체를 자연권의 체계로 파악하고, 이런 전체 
체계 속의 기본권은 主基本權과 派生的 基本權이라는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金
哲洙(註 4), 252쪽 이하, 269쪽 이하 참조. 이러한 기본권이론에 대해 가장 최근에 체
계적으로 발표된 것이 金哲洙(註 41), 33쪽의 내용이다. 金善擇은 基本權體系論的 관
점에서 이러한 견해를 비판한다. 金善擇(註 8), 13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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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성질상 허용되고 자연인의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는 

한 일정한 범위와 수준에서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45) 자연권론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셋째, 自然權論은 실정헌법이 明示的으로 정하고 있는 個別的 基本權 이외의 
기본권을 실정헌법의 규정에서 도출하는데 있어 難關에 봉착한다. 예컨대 우리 

헌법의 경우 헌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적 기본권 이외의 기본권을 도

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46) 이외에는 

憲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를 헌법의 어느 규정

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 관한 이론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은 동일하다)에서 도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연권론에 따

르면 기본권은 자연권이므로 성질상 자연권으로 인정되는 것만 기본권으로 도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헌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基本權目錄에 새로 
추가되는 권리나 자유는 항상 자연권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권리를 憲法的 水準에서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면 그것이 비록 자연권으로
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

리는 憲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된다. 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가 

자연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의 헌법적인 보장은 憲法 제37조 

제1항과 같은 실정헌법의 특정 조항에 근거를 두므로(이러한 근거는 헌법해석을 통

하여 밝혀진다) 이러한 권리 역시 실정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이다.

3) 基本權과 人權

α) 人權의 槪念 形成과 展開
人權(human right)이라는 말은 自然權(natural right)이라는 말과 접한 연관을 가

지고 있다. 자연권이라는 말이 오늘날 다소 덜 사용되는 대신 인권이라는 말이 
이를 대체하여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서구의 권리관념의 역사를 보면,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인권이라는 觀念은 자연권이
라는 관념에서 나왔다. 그래서 인권을 자연권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하

45)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鄭宗燮, “法人의 基本權에 관한 硏究 序說”, 憲
法論叢 第2輯(1991), 319쪽 이하; 鄭宗燮(註 32), 157쪽 이하를 보기 바람.

4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鄭宗燮, 憲法硏究 3(서울: 博英社, 2001), 77쪽 이하; 鄭宗
燮(註 30), 56쪽 이하, 97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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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도 있고, 이와 달리 개념의 엄 성을 기하고자 하는 견해는 양자를 완전

히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47) 자연권이라는 개념과 내

용도 불명확한 상태이고 인권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이니 양자간의 관계는 

더욱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말을 각자 자기

들이 이해하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人權은 일반적으로 ‘人間의 權利’로 불린다. 이러한 의미의 ‘인간의 권리’는 때
와 장소에 무관하게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모든 인간에게 普遍的인
(universal) 一般的(general) 권리로 이해된다. 이러한 것은 특정의 약속이나 계약 또

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특정 관계나 거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오로지 인간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48) 이러한 의미

의 인권은 법 이전에 주어진 非法的인(non-legal) 개념이다. 물론 실제 인권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이와 달리 다양한 의미와 함의로 사용되지만 인권을 
‘인간의 권리’라고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그러하다는 말이다.

인권이라는 말은 어권에서는 human rights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droits 

de l’homme라고 부르며, 독일에서는 Menschenrechte라고 한다. 그런데 인권이라

는 말은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지는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일상 생활에서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모

든 권리를 통칭하여 인권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고, 인권을 자연권
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며, 인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견

해도 있다. 이렇듯 인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한 폭과 내용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인권의 국제적인 보장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국제법상의 선언, 

조약, 협약 등에서 人權이라는 용어가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1948년에 國際
聯合(UN)의 人權宣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나오고, 1950년에 
‘市民權과 政治的 權利에 관한 유럽協約’(European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년에 ‘市民權과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International Covenant on 

47) Louis Henkin/Gerald L. Neuman/Diane F. Orentlicher/David W. Leebron, Human 
Rights(New York: Foundation Press, 1999), 16쪽 이하; Marianne Garre, Human Rights 
in Translation: Legal Concepts in Different Languages(Copenhagen: Copenhagen 
Business School Press, 1999), 11쪽 이하; P. Jones(註 16), 72쪽 참조.

48) P. Jones(註 16), 81쪽 이하; H. L. A. Hart(註 36), 60쪽 이하; 佐藤幸治, “人權の觀念-
その基礎づけにてつの覺書”, ジュリスト 884號(1987), 1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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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經濟的 權利, 社會的 權利,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
規約’(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등이 나오면서 

그 전 세기에 자연권으로 불렸던 것들보다 더 많은 권리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

로 등장하 다(용어사용에서 보다 조심스럽게 權利라고 사용한 경우도 있고, 다른 표현

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유럽연합(EU)은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Signed ar Rome, Nov. 4, 1950, effective Sept. 3, 1953)에서는 human 
rights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J. 
C 364/1(Dec. 18, 2000)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라는 용어도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1948년의 UN인권선언에서조차 인권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한 바가 없다.

福祉國家에 대한 가치적 추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이 중요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문화 역에서도 권리라는 것이 등장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인권이라

는 것도 자연권이라고 하던 상태에서는 탈피하는 양상을 보 다.49) 이제는 인권

이라는 말이 人間의 權利(right of man)라는 의미를 넘어 市民의 權利(right of 

citizen)까지도 포섭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법리상 또는 이론상 그 엄격한 개

념이야 어찌되었던 현실에서는 인권에 관한 이러한 용어사용법이 등장한 것이다.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구별하는 것은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에서부터 있

었던 것이고, 기본권의 개념론에서는 이런 구별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특정 역
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50) 이러한 인권은 현실

에서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담은 채 전개되기도 하는 ‘인권운동’으로 인하여 인

권이라는 큰 광주리에 인간이 주장하고 싶은 온갖 것들이 담겨져 나오는 양상까

지 나타내고 있다. 권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

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일단 이런 말들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自由主義(liberalism)와 共同體主義

49) Louis Henkin/Gerald L. Neuman/Diane F. Orentlicher/David W . Leebron(註 47), 80쪽 
이하; M anfred Nowak, “Civil and political rights,” Janusz Symonides(ed.), Human 
Rights: Concept and Standards(Aldershot/Burlington/Singapore/Sydney: Ashgate, 2000), 
69쪽 이하; Asbjørn Eide, “Economic and social rights,” J. Symonides(ed.), 같은 책, 
109쪽 이하; J. Symonides, “Cultural rights,” Janusz Symonides(ed.), 같은 책, 175쪽 
이하 참조.

50) 인권은 자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상
호 배타적인 것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P. Jones(註 16), 86쪽 이하
(특히 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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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arianism) 또는 共和主義(republicanism)간의 논쟁을 보면, 현재도 과연 권리가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개인에게 권리로 배분하고 어떤 가치를 공동체에 유보하여야 하는

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hot issue로 되어 있다). 사실 인권이라는 말이 사용된지도 오

래되고 법학자나 법학교수들이 빈번히 사용하고 있음에도 인권이라는 말은 여전

히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세

한 분석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된 적도 거의 없다. 이러한 것은 놀랄만한 
것도 아닌 것이, 인권을 거론하는 것의 목적이 우선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

고 학문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51)

인권이라는 말의 본래적 사용에서는 非法的인 개념으로 존재하 지만, 이런 實
定國際法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인 이상 여기에서 말하는 인권은 해당 국제규범
의 공동체구성원, 예컨대 조약의 당사국들이 설정한 법적 권리로 파악된다(그 효

력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대체로 이런 국제법상의 인권, 즉 ‘國際 人
權’(international human right)은 국제법규범에 의해 권리로 創設되는(create) 것이 아

니라 인간에게 주어지는(give) 것이라고 이해된다. 물론 워낙 많은 인권법규범에

서 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상 과연 국제법규범에 의해 확인

되어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창설된 것이냐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따져 보고 판

단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국제법상의 인권이라는 개념도 인권인 이상 국제법규범

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만연이 창설된 것이 아니라고 고집

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국제법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이 국제법규범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것

이 아니라면 이는 개별국가의 국내법규범과 효력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런 인권이 각국의 실정법이나 국내 최고법인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어

떠한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새롭게 전개될 여지도 있다. 기본적
으로 ‘국제 인권’은 그 내용이나 범위에서 애매함이 있는데, 이 문제는 최소한 첫 

단계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국내적 기준(national standards)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국내적 기준과 국제적 기준에는 차이가 있는데, 통상의 

경우에서는 국제적 기준은 국내적 기준을 補充하지만,52) 국내법과 충돌할 여지도 

51) A. J. M. Milne(註 7), 1쪽 참조.
52) Louis Henkin, The Age of Right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17쪽 
이하, 3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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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회적 권리나 경제적 권리와 같이 국제법규범에서도 이런 권리를 인권이

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이런 경우 이것이 모두 자연권이 아님은 물론이므로 

이를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하는 것도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해명되어야 할 과제

이다.

β) 人權과 基本權의 區別에 관한 論議
기본권의 개념과 성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히 정리하여야 할 과제가 인권과

의 구별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대체로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파악한

다.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는 대체로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生來的이고 
天賦的인 自然權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하기도 하고,53) 인권은 연혁적으로 전래적인 신분특권의 
보장 내지 자연법적인 생래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형태로 발달해서 근대 국가의 

헌법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기본권의 역사는 인권사상에서 유래한 것이지만54) 헌

53) 金哲洙(註 4), 246쪽; 權寧星(註 29), 273쪽. ‘金哲洙 憲法學’과 ‘權寧星 憲法學’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인데, 인권과 기본권
의 구별의 문제에서는 개념상으로는 양자를 구별하되 성질에서는 양자를 같은 것으로 

파악한다. 金哲洙(註 4), 246쪽에는 “人權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生來的 自然權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基本權(fundamental rights, Grundrechte, droits fondamentaux)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 중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지만 

국가내적인 生存權的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參政權 등이 있는 까닭에 人權과 基
本權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한다면 두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각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人權思想
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말한다면 基本權은 
인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人權은 國家 이전의 自然權인데 대하여, 市民
의 권리는 國家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로 自然權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
가가 인정하는 권리로서 서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權寧星(註 
29), 273쪽에는 “엄 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인
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천부

적 권리(自然權)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은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金哲洙 憲法學’과 ‘權寧星 憲法學’에서 우리 헌법이 보장
하는 기본권을 자연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金哲洙(註 4), 252쪽 
이하; 金哲洙(註 41), 29쪽 이하; 權寧星(註 29), 288쪽 이하 참조.

54) 許營, 韓國憲法論 新2版(서울: 博英社, 1990/2002), 19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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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따라 기본권은 다양하게 파악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55)

서구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인권은 君主主權이 正當性의 原理로 지배하던 絶對
君主國家에 대한 對抗理念으로 등장하 고 이것은 西歐 自然法思想에 뿌리를 두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의 전개를 보건대, 이러한 인권 관념은 처음부터 헌

법과 결합한 것은 아니었다. 17세기 H. Grotius이후 近代自然法論이 전개되면서 
인권이란 관념은 인간의 自然的인 權利라는 개념으로 이미 형성되었고, 그후 18
세기 近代的 意味의 憲法 觀念이 형성되면서 인권이라는 관념은 헌법과 결합하
여 실정헌법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17세기 국의 

군주국가에서 보듯이 權利請願(Petition of Right 1628), 權利章典(Bill of Rights 1689)

에서도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이 나타나기는 하 지만 근대 시민혁명후에 

등장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아무튼 

인권발달사와 헌법발달사를 놓고 보면, 인권이라는 관념이 형성된 후 실정헌법이
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종래 자연적인 인간의 권리로만 이해되던 인권이 근대 입

헌주의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되고 보호되면서 基本權이라는 개념이 등장하
다고 볼 수 있다.56)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래 인권이라고 이해되던 이러한 관념이 실정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되었다고 하여 모든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인권이라는 것이 抽象的인 人間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모든 인간에게 인
정되는 권리와 자유라고 할 때에 이러한 논의가 현실의 具體的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포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권은 憲法槪念
이 등장하기 이전의 것이고 기본권은 인권이 實定憲法과 결합되면서 생긴 것이
라고 하면서 이 양자의 구별을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인권이라는 이라는(삭제) 관념이 勞動者와 같은 社會․經濟的 弱者에게 보
장되어야 하는 부분을 포섭하지 못하는 것이고,57) 이것은 추상적인 인간이 누리
는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권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의 구체적인 사람들이 

55) 許營, 憲法理論과 憲法, 新訂6版(서울: 博英社, 1995/2001), 313쪽 이하; 桂禧悅, 憲法
學(中)(서울: 博英社, 2000), 23쪽 이하 참조.

56) Klaus Stern, “Idee der Menschenrechte und Positivität der Grundrechte,” J. Isensee/P. 
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Ⅴ
(Heidelberg: C. F. Müller, 1992), 11쪽 이하; 桂禧悅(註 55), 3쪽 이하 참조.

57) 이러한 비판은 주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辻村みよ子, “人權
の觀念”, 樋口陽一(編), 講座․憲法學 第3卷(東京: 日本評論社, 1994), 2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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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여야 하는 다양한 권익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의 虛構라는 비판
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58) 基本權은 인권과 구별하여 보다 명확한 개념으로서 
實定憲法에서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개체를 고려하여 보장하는 憲法上의 權利라
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勞動基本權이나 社會的 基本權 또는 生存權 등은 헌
법 이전에 형성되었던 인권의 관념에서 보면 생소한 것으로 인권의 목록에 오를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하는 경우에도 이 양자가 단순히 
개념 형성의 시기상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에서 서

로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이라는 말에 대하여 嚴密槪
念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을 가진다’라는 말은 ‘법적 권리

를 가진다’라는 말과는 다르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구별한다.

권리론의 견지에서 보아 오늘날 인권이라는 말이 애매하고 이러한 것이 법적

인 권리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시
에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理想的 權
利’(ideal rights)와 ‘現實的 權利’(real rights)로 나누어 이해하자고 하는 시도도 있다. 

‘이상적 권리’는 當爲(ought)의 역에 해당하고 ‘현실적 권리’는 存在(is)의 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인권이니 자연권이니 하는 말은 ‘이상

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법적 권리만이 현실의 진정한 의

미의 권리로 이해되고 따라서 권리라는 개념이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다.59) 이런 시도는 일응 그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어 보이나, 법적 권리가 

58) 인권관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J. Bentham을 대표로 하는 功利主義者들에게서 나타
났다. 辻村みよ子(註 57), 22쪽 이하 참조. J. Bentham은 道德的 權利(moral right) 또
는 自然的 權利(natural right)의 존재에 대해 매우 의문시하는 태도를 취하 다. 그는 
도덕적 권리나 자연적 권리는 국가권력의 침해에 대해 속수무책이라고 하고, 實定的 
權利(positive rights)나 法的 權利(legal rights)만이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서 자연권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 다. 그는 ‘자연권’이라는 관
념을 ‘단순한 말장난’(simple nonsense) 또는 ‘수사적 넌센스’(rhetorical nonsense)라고 
비판하고, 모든 권리를 법적인(legal) 것으로 이해했다. Jeremy Bentham, The Works of 
Jeremy Bentham , John Bowring(ed.)(New York: Russell & Russell, 1962), 501쪽; F. 
Schoeman, “Bentham’s theory of rights,” Bhikhu Parekh(ed.), Jeremy Benthamssua, 
Vol. Ⅲ(London/New York: Routledge, 1993), 749쪽 이하 참조. 이런 맥락에서 共同體
主義者인 맥킨타이어 역시 인권이라는 관념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권리는 없으며,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은 마녀나 유니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2nd edn(London: Duckworth, 1985), 69쪽 참조.

59) 예컨대, D . G. Ritchie, Natural Rights(London: Swan Sonnenschein, 1895), 80쪽; Tom 
Campbell, “Rights without justice,” Mind, LXXXIII(1974), 447쪽; David M iller,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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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당위로서 실정화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구분 역시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 

또는 기본권과 자연권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

인다. ‘이상적 권리’가 당위라면 ‘이상적 권리’는 반드시 현실적 권리로 되지 않으

면 안 되므로 이는 개념의 순환논법에 빠지게 된다.

결국 지금까지 논의된 人權(human rights)이라는 말을 보면, 아직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 가치 또는 도덕적 권리(moral right 엄 히 보면 이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덕적 권리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자연

권, 국제법상의 인권, 국내 헌법상의 권리(constitutional rights), 법률상의 권리

(rights under law)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인간의 권리를 지칭

하는 자연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도 국내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인권으로 보지는 않는다(대국가적 자유권이나 생존권적 권리를 주로 지칭한다). 

어느 경우든 인권이라는 말은 명확하지 않고 확정적이지 않지만 이런 상태에서

도 실정헌법상의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은 인권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

본권의 개념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기본권과 인권은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기

본권은 그 원천이 어떠하든 ―자연권이든 인권이든 도덕적 가치이든― 실정헌

법에서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基本權은 그 槪念과 性質에서 人權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하기 때문
에 실정법에서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基本的 人權’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고 하여 이를 근거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大韓民國憲法과 日本國
憲法에는 ‘기본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基本的 人權’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만,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의미의 기본권을 말하는 것이지 인권이나 

인권 가운데서 기본이 되는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기본권은 자연권이라거나 인권이라고 해석하

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해석은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노동기본권, 재산권, 환경권 등을 설명할 수 없다.

(2) 客觀的 規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基本權은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이익을 상
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法的인 權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보

Justice(Oxford: Clarendon Press, 1976), 78쪽 이하; Tom Campbell, The Left and 
Rights(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3), 18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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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는 객관적인 規範이고 秩序이다. 기본권은 가치적인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이 가지는 가치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 특정한 價
値秩序를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것은, 憲法이 기본권에 의
해 형성되는 일정한 가치질서를 보장하기 때문에 결코 價値中立的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기본권에 의해 형성되는 헌법질서는 이

미 가치판단을 거친 질서이다. 물론 이러한 가치질서는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진 
가치결정에 따라 완성된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의미가 변

화하는 것에 따라 변화하는 열려 있는 가치질서이다. 기본권은 이렇게 헌법질서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모든 法領域에 효력을 가지듯이 기본권 역시 모
든 법 역에 효력을 가지게 된다. 기본권이 객관적인 헌법규범에 실정화되어 보

장받고 있고, 헌법이라는 실정규범에 실정화되어 헌법의 내용으로 효력을 가진다

고 하는 점에서 기본권 역시 가치 또는 이익의 객관적인 보장이며, 이는 규범으
로 기능을 한다. 기본권이 가지는 객관적인 면이란 이런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이 권리로서 본질적으로 가지는 주관성을 제약할 수 없다.

기본권을 객관적인 규범 또는 질서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基
本權이 憲法的 秩序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기본권을 國家權力을 창설하고 국가 
내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정신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생활을 

함께 형성해 갈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憲法的 生活秩序인 동시에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憲法秩序의 基本이 되는 秩序的 要素라고 하기도 하
고,60)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국가권력을 제한하거나 국가

권력을 기본권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라고 하기도 한다.61) 이

러한 견해에 대해 기본권을 객관적 질서라고 하면 주관적 공권성을 약화시키고 

기본권과 제도보장과의 구별을 불명료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62)

객관적인 질서라는 의미는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없는 질서라는 의미

인데, 기본권을 철저히 객관적인 질서라고만 한다면 개인을 공동체에 예속시키고 

60) 許營(註 55), 353쪽, 355쪽 참조. ‘許營 憲法學’에서는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시각
을 止揚하면서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객관적인 질서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桂禧
悅憲法學’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桂禧悅(註 55), 56쪽 이하 참조.

61) 權寧星(註 29), 288쪽 이하 참조. ‘權寧星 憲法學’에서는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파악하
는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62) 金哲洙(註 4),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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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의지와 자발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즉 기본권이 가

지는 권리로서의 성격이 부정된다. 기본권의 主觀的 權利性을 인정하면서도 客觀
的 秩序性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면 주관적 권리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본질적 요소로서 전제하되, 기본권이 객관적인 실정헌법규범에 실

정화되어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기 때문에 기본권이 실정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라고 하면 기본권이 가지는 주관성도 충분히 보장되고 

기본권이 객관적 규범으로서 공동체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공동체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경우에도 공동체내의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만 공동체내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은 인간

존재의 필연에 의해 私的 自治에 따라 자유로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본권이 객관적인 규범이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의 규범이나 질서는 공동체에서 이미 주어진 질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권의 규범이나 질서로서의 면을 공동체에서 이미 주어

진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인간은 규범이나 질서를 만들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규범이나 질서를 준수하기만 해야 하는 공동체에 예속된 존재로 

전락한다. 기본권을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인 질서로 파악
하면 이 질서 속에 있는 모든 존재자(국가, 개인 등 모두를 포함)에게는 기본권의 

효력이 파급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기본권에 구속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권리의 측면이외에 헌법적 규범이나 질서로 파악하는 경

우에도 이 점을 적극 고려하되, 규범이나 질서(또는 규범질서)라는 점이 자칫 오해

되면 주관적 권리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할 필요

가 있다.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이와 같이 이해하
면 기본권의 이중성에 대한 찬반의 논의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 기본권을 

주관적인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정헌법에 실정화되어 있는 한은 당연히 

객관적인 규범이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도내에서는 기본권이 이중성

을 가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의의 실익이 없고 당연히 ‘헌법수준에서 보장된 

실정 기본권’은 객관적인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基本權을 객관적인 규범이나 질서라는 것으로 理論化하는 작업은 獨逸의 基本
權理論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獨逸에서는 公權理論의 전개에서 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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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觀的 公權으로만 파악하여 오다가 현대 사회에 들어 私的인 역에서의 기본

권의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자 기본권 개념의 조작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자 시도하면서 기본권을 권리뿐만 아니라 질서로서도 이론화하고자 노력이 시도

되었다. 이 결과 나타난 것이 基本權의 二重性(=兩面性)理論이었는데, 여기서는 기

본권의 효력이 사적인 역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권이 질서

로서의 성질도 가진다고 하고, 이러한 질서로서의 요소로 인하여 기본권이 가지
는 放射效(Ausstrahlungswirkung)는 私的인 역에까지 미쳐 이른바 ‘第3者的 效
力’(Drittwirkung)이 생긴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63) 이러한 이중성이론에 대해

서는 기본권 효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권의 개념과 성질을 조작하는 

작업이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붙지만(주관적 권리가 실정법에 실정화

되면 직간접의 문제는 있지만 당연히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아무튼 이중

성이론은 기본권의 개념과 성질을 조작하여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 다.

基本權의 二重性理論은 독일에서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론의 형태로 

등장한 후 발전하여 현재 주류적 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이를 채택하여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성이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K. 

Hesse는 獨逸基本法上의 基本權을 主觀的 權利(subjektive Rechte)인 동시에 共同體
의 客觀的 秩序의 基本要素(Grundelemente objektiver Ordnung des Gemeinwesens) 또는 
客觀的 原理(objektives Prinzip)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기본권에 의해 정해지고 

보장되는 개개인의 헌법상의 지위를 G. Jellinek의 ‘地位理論’(Statuslehre)에 의해 설

정되는 기본권적인 지위(grundrechtlicher Status)로 이해하는 것과 C. Schmitt의 시각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先國家的이고 先法的인 地位’(vor-staatlicher und 

vor-rechtlicher Status)로 이해하는 태도를 배척하고, 자유와 평등도 국가와 실정법으

63) 기본권의 객관적인 면에 관한 맹아적인 논의와 그 전개 과정에 관해서는 K.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Ⅲ/1(München: C. H. Beck, 
1988), 890쪽 이하; Hans D. Jarass, “Die Grundrechte: Abwehrrechte und objektive 
Grundsatznormen,” Peter Badura/Horst Dreier(Hrsg.), Festschrift 50 Jahre Bundes-
verfassungsgericht, 2. Bd.(Tübingen: J. C. B. Mohr, 2001), 36쪽 이하 참조. 기본권의 
객관적인 면이라는 것은 다양한 용어로 표시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객관
적 근본원칙규범’(objektive Grundsatznorm), ‘객관적 규범’(objektive Norm), ‘객관적 
내용’(objektiver Gehalt), ‘객관적 근본결단’(objektive Grundentscheidung), ‘객관적 가
치결단’(objektive Wertentscheidung), ‘객관적 의미’(objektive Bedeutung), ‘객관적 질
서’(objektive Ordnung) 등으로 표현하여 왔다. H. D. Jarass, 같은 , 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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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독립된 자연적인 자유와 평등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부정한다. 기본권은 

‘天賦的으로’(von Natur aus), 즉 先法的이고 先國家的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國
家의 實定法秩序에 편입된 상태로 보장된다. 그는 주관적이며 지위를 정해주는 기

본권은 人間(M ensch)과 市民(Bürger)으로서 파악되는 개개인의 ‘憲法上의 基本的 
權利’(verfassungsrechtliche Fundamentalrechte)인 동시에 개개인의 지위를 정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며 보장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에 편입시키는 객관적 질서의 요소

로서 공동체의 법질서의 기초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서 기본권의 二重性의 의미를 
분명히 한다. 기본권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보장되는 主觀的 權利로서의 의미에 대
응하는 것이 기본권이 지니고 있는 共同體의 全體 法秩序의 要素(Elemente der 

Gesamtrechtsordnung)로서 가지는 의미이다. 이런 전체 법질서에 의해 개인의 지위

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한계가 정해지며 보호되지만, 전체 법질서 자체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이 실행되어 생명력이 불어넣어질 때 비로소 현실성

(Wirklichkeit)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권은 이런 질서의 기본내용

(Grundinhalt)을 확정하는 것이다.64) 전체적인 법질서의 最高의 客觀的 原理로서 
기본권이 가지는 의미는 전체적인 법질서에 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기본권은 모

든 법 역에 타당한 것이 된다. 따라서 기본권은 국가작용인 입법, 행정, 사법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민사법 역에도 자명하게 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민사법의 규

정이 기본권에 모순되어서도 안 된다.65)

이런 基本權의 二重性理論은 그 내용에 있어 각론의 문제까지 세 하게 설명

하는 이론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권도그마틱

(Grundrechtsdogmatik)의 면에서 거둔 성과를 들어보면, 첫째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

질서라는 성질로 인하여 모든 법 역으로 放射效가 미친다고 하여 입법, 행정, 

사법 등 國家作用의 모든 역과 私法의 역으로까지 그 향이 미친다고 한 

점, 둘째 私法領域에 대한 放射效의 논리적 귀결로서 기본권의 第3者的 效力 또
는 水平的 效力(Horizontalwirkung)이 인정된다고 한 점, 셋째 국가의 基本權保護義

64)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Heidelberg: C. F. Müller, 1999), 127쪽 이하(특히 127쪽-131쪽); K. Hesse, 
“Bestand und Bedeutung der Grundrech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    
Häberle/A. Hollerbach(hrsg.), Konrad Hesse Ausgewählte Schriften(Heidelberg: C. F. 
M üller, 1984), 293쪽 이하 참조.

65) K. Hesse, “Bestand und Bedeutung der Grundrech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註 64), 294쪽 이하; BVerfGE 7, 198쪽 이하(특히 2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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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방지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인 것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법익을 보호하고 촉진하며 더 나아가 타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사인에 의한 침해에 대한 보호는 형법, 행

정법, 사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한 점으로 정리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

본권보장의 중점을 基本權의 實現과 基本權의 具體化(Konkretisierung der 

Grundrechte)로 옮겨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二重性理論은 기본권이 조직과 
절차와도 긴 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66)

이러한 이중성이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된 하나의 이론이 制度的 基本權理論이
다. 이 이론을 전개한 P. Häberle는 기본권의 二重性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
여 기본권의 이중성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면(individualrechtliche Seite)과 제도적인 

면(institutionelle Seite)에 있다고 본다.67) 그는 우선 기본권이 헌법에 합치하는 질

서의 전체에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헌법적 가치체

계의 전체를 구성해가는 構成的 意味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기본권도 전체적인 

헌법(Verfassung)을 구성해가는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체계로 파악한다.68) P.     

Häberle는 특히 독일의 社會國家라는 국가의 구조원리를 적극 고려하고 기본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 기본권의 실현이란 곧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헌

법이 기본권을 보장할 때의 기본권은 제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기본권의 

이런 양면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법률유보를 基本權制限的
인 것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69)

기본권을 제도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는 서로 

사용하고 있는 ‘制度’(Institution)라는 용어의 개념을 달리 사용한다고도 보인다. 자

유권의 보장을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경우에는 논의가 

분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 등과 관련한 사회적 기본권, 정치제도와 관

련한 참정권, 재판을 받을 권리, 국가에 대해 급부를 청구하는 損害賠償請求權과 

66) K. Hesse(註 65), 295쪽 이하, 300쪽 이하; K. Stern(註 63), 921쪽 이하; H. D. Jarass
(註 63), 39쪽 이하; E.-W. Böckenförde, “Zur der Grundrechtsdogmatik nach 40 Jahren 
Grundgesetz”(1990), 金孝全(譯), “基本法制定 40周年에 따른 基本權解釋의 狀態”, 東亞
法學 제21호(1996), 236쪽 이하; 許營(註 55), 380쪽 이하 참조.

67) P. Häberle, Die Wesensgehaltgarantie des Art.19 Abs.2 Grundgesetz, 3. Aufl. (Heidelberg: 
C. F. Müller, 1983), 70쪽 이하 참조.

68) P. Häberle(註 67), 4쪽 이하 참조.
69) P. Häberle(註 67), 96쪽 이하, 116쪽 이하, 150쪽 이하, 18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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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失報償請求權과 같은 請求權的 基本權 등은 이를 권리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한다는 실정성의 의미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인다. 이에

는 이를 구체화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할 때의 의미는 제도적인 면을 포함한다

고 보아도 무방하다.70) 이러한 제도를 보장한다는 면에 의해 입법자에게는 하위 

법률로 이 제도를 더 구체화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기본
권의 실현과 분리된 기본권의 보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면 기본권의 보장

을 기본권의 실현과 같은 것으로 보려는 이러한 시도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기본권이 가지는 이중성은 實定 憲法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권리가 당연히 객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보

았듯이, 권리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이런 권리가 객관적인 實定法에 實
定化되면서 규범이 되고 客觀性을 획득한다. 이렇게 보면, 독일에서 전개된 기본

권의 이중성이론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기본권이 ‘實定 憲法이 보장하는 權
利’라는 의미를 직시하면 성질상 당연히 도달하는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것은 ‘기본권은 권리다’라고 하는 것과 충돌되지 않는다. 문제는 기본

권의 객관성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권리에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고, 객관적인 부분이 주관적인 부분에 향을 준다고 이해하면 
기본권의 권리로서의 보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기

본권이 객관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기본권 가운데 일부는 주관적

인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71)

70) R. W alter/H. Mayer, Grundriß des österreichischen Bundesverfassungsrechts, 7. Aufl. 
(Wien: Manz, 1988), 467쪽 참조.

71) 오늘날 독일의 헌법학에서는 대부분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
나 그 객관적 질서 또는 법원칙으로 파악되는 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

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서 기본권의 주관적인 면
과 객관적인 면의 상호관계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 으나, 오늘날에는 기본
권은 일차적으로 주관적 권리이어야 하며 객관적 원리로서의 기본권의 성질은 원리상 

주관적인 권리로서의 기본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입

장을 정리했다. BVerfGE 7, 198쪽 이하(특히 204쪽); BVerfGE 50, 290쪽 이하(특히 
337쪽); BVerfGE 57, 295쪽 이하(특히 319쪽 이하); BVerfGE 60, 234쪽 이하(특히 
239쪽); BVerfGE 61, 1쪽 이하(특히 10쪽 이하); BVerfGE 62, 230쪽 이하(특히 244
쪽); K. Stern, “Idee und Elemente eines Systems der Grundrechte,” J. Isens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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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基本權은 그것이 성질상 자연적인 것으로 실정 헌법
에서 確認된 것(예: 신앙의 자유, 생명권)이든 비자연적인 것으로서 실정 헌법에서 

創設된 것(예: 선거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든 권리인 이상 主觀性을 가지
고, 실정 헌법에 실정화된 이상 객관적 규범으로서 성질을 가진다는 점이다. 기

본권이 권리로서 가지는 개념적 구성요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憲法的 要素: 憲法水準에서의 保障

(1) 憲法에서 保障하는 權利

基本權의 개념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과 인권이나 자연권 등과 같은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어떤 관점과 시각을 가지든지 부정하지 못하는 요소는 기본권

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개념은 ‘憲法에서 保障하는 權利’라는 점이다. 따라서 基本
權이란 實定憲法이 國民에게 保障하고 保護해주는 權利라고 정의할 수 있다.72)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이라는 法文의 표현이 
있다. 이 문언상의 표현은 기본권이 實定憲法이 保障하는 권리라는 점을 잘 나타
내주고 있다.

기본권이 실정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이 實定性(=實證性 
Positivität)을 가지는 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이 실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效力(Geltung)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인 힘

을 가지고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기본권을 실현시키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며, 헌법질서 내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기본권을 준수하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적인 힘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라는 것은 실정법의 구조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最高法이 보장한다는 것을 말
하는데, 이 결과 모든 국가권력은 기본권에 覊束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본권

이 실정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실정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기본권은 헌법의 근거

에 의해 制限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본권은 絶對的(absolute)이거

나 無限界的(limitless)이거나 無制限的인(unrestricted)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동체

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Bd.Ⅴ
(Heidelberg: C. F. Müller, 1992), 68쪽 이하 참조.

72) 미합중국의 constitutional rights의 개념도 이렇게 정의한다. P. G. Guthrie/D. T. 
Kramer/K. Hart/L. I. Reiser/J. W. Thomey(註 24), 2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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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과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선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상 기본권 제한규정은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목적 이외에 편의에 따

라 마음대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본권이 實定性을 가진다는 것은, 첫째 국가권력의 기본권에의 기

속 및 실현의무를 법적인 힘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공동체 구성원의 기

본권 준수를 국가를 통하여 법적인 힘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법적인 힘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 넷째 기본권은 법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며 동시에 그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기본권의 개념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基本權과 人權의 區別 
問題와 基本權과 自然權의 區別 問題가 놓여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혼란스러운 것은 인권이나 자연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전히 분명하지 못한 개

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법학에서 보건대 기본권의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나
타나는 혼란은, 논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각자 상대적으로 강하게 의존하고 있

는 외국의 기본권 개념을 둘러싼 용어법상의 차이에도 그 한 원인이 있다고 보

인다. 인권이나 기본권이나 이런 개념들은 西歐 近代國家의 발달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대체로 말하고 있는데,73) 서구의 경우를 보건대, 각 나라마다 그 나

라의 역사나 환경에 따른 인권의 발달이나 역사적인 토대, 인식의 편차에는 차이

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1789년의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ût 1789)에서는 ‘人間의 權利’(droits de l'homme)

와 ‘市民의 權利’(droits du citoyen)를 구별하 고, 오늘날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는 

人權(droits de l'homme), ‘公的 自由’(libertés publiques),74) 基本的 自由(libertés 

73) 공적인 역에서의 요구나 침해에 대항하여 개개인이 재산이나 자유를 향유할 수 있
다는 것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 권리의 보장은 원래 ‘英美的인 觀
念’(Anglo-American concept)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P. G. Guthrie/D. T. Kramer/K. 
Hart/L. I. Reiser/J. W. Thomey(註 24), 207쪽 참조. 권리라는 관념이 서구에서만 생겨
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William Theodore de Bary/Tu, Wei-ming(ed.),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74) Liberté publique라는 용어는 1793年憲法에서 처음 등장하 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liberté publique라는 개념에 대칭되는 것으로 ‘私的 自由’(liberté civile) 또는 ‘私的 平
等’(egalité civile)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할 때 이를 liberté publique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아니한
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궁극에 헌법이 최고의 공법이냐 아니면 모든 
법 역과 법질서 전체를 규율하는 공동체의 최고법이냐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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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damentales), 基本的 權利(droits fondamentaux)라는 용어들이 개념상 명확히 구별되

지 못한 채 혼용되고 있지만, 대체로 자연권적 성격을 띠고 있는 人權과 실정법에 
규정된 실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公的 自由’라는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75) 국

에서는 ‘市民的 自由’(civil liberties)라는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고, 미합중국에서는 

‘基本的 人權’(fundamental human rights), ‘人權’(human rights), ‘基本的 權利’(fundamental 

rights),76) ‘市民的 權利’(civil rights),77) ‘憲法的 權利’(constitutional rights)78)라는 말들을 

사용한다. 독일에서는 자연권적인 ‘人權’(Menschenrechte)과 실정법적인 ‘基本

과 민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런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보

다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민법을 헌법의 하위법으로 보는 시각에 대하여 의
문을 제기하고 민법을 헌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의 “국가의 기본법”으로 보아 
헌법과 민법의 관계를 새로이 모색하는 것으로는 梁彰洙, “헌법과 민법-민법의 관점에
서”, 서울대학교 法學 제39권4호(1999. 2), 61쪽 이하(특히 74쪽) 참조.

75) 權利章典이 실정헌법에 없는 프랑스에서는 기본권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발
달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는데, libertés publiques의 개념과 성질 그리고 그 내용에 대
해서도 이론상 논의가 분분하다. 成樂寅, 프랑스 憲法學(서울: 法文社, 1995), 756쪽 
이하 참조. 실정헌법에서 권리장전을 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권리장전이 실정헌법에 
없는 프랑스 법학계의 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비교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76) 미합중국 헌법이론에서 fundamental rights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constitutional rights와 같은 의미로 사
용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헌법의 修正 제14조의 州에의 적용에 있어 적법절
차조항(due process clause)의 적용과 평등보호(equal protection)와 관련하여 嚴格審査
(strict scrutiny)를 하게 되는 헌법상의 특정한 권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경우이다. 
William B. Lockhart/Yale Kamisar/Jesse H. Choper/Steven H. Shiffrin, Constitutional 
Rights and Liberties, 6th edn.(St. Paul, M inn.: W est Publishing Co., 1986), 982쪽 이
하 참조. 독일의 Grundrechte를 어로 옮길 때에 fundamental rights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예도 있다. 예컨대 David P. Currie,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0쪽. 다른 예로는 
constitutional right 또는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로 번역한 예도 있다. Helmut 
Goerlich,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content, meaning and general doctrines,” 
Ulrich Karpen(ed.),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Baden- 
Baden: Nomos, 1988), 45쪽 이하 참조. Basic right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77) Civil rights는 통상 civil liberties라고 하는데, 언론․출판의 자유나 차별로부터의 자
유와 같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보호되는 개인적인 자연권(personal natural rights)을 
말한다. 그래서 자주 constitutional right중에서도 자연권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 권리를 
칭할 때에는 political righ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78) Constitutional right는 연방헌법과 주헌법에 의해 시민(citizens)에게 보장되고 보호되는 
권리로써 입법부를 포함한 어떠한 국가권력이나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constitutional liberty 또는 constitutional freedom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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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Grundrechte)79)을 구별하여 이해하고 있다.80) 오스트리아에서는 ‘憲法에서 保障
하고 있는 權利’(verfassungsgesetzlich gewährleistete Recht)를 ‘基本權’(Grundrechte), ‘自
由權’(Freiheitsrechte), ‘基本的 自由’(Grundfreiheit)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人權
(Menschenrechte)이라는 말로도 이해되고 있다.81) 그러나 ‘憲法에서 保障하는 權利’

를 엄 하게 구분할 때에는 ‘人權’과 ‘國民의 權利’(Staatsbürgerrechte)로 나누어 이

해하기도 한다.82)

기본권의 논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각 나라의 논의를 기본권 개념에 

관한 논의로 끌어들이는 경우,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에 더 경도되어 있는가에 

따라 자기의 관점과 이해가 강조되기 때문에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번역

상의 혼란도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나 일본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83) 

이러한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나 권리를 지칭하
는 기본권이라는 말을 독일에서 사용하는 Grundrechte를 번역한 용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 Grundrechte라는 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

념이므로 우리 헌법이론상 기본권의 개념을 논의하는 때에는 과연 기본권을 독

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는 Grundrechte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84)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헌법학계의 용어와 개념으

79) 독일에서 Grundrechte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실정법은 1849년의 獨逸帝國憲法이다.
80) 이 경우에도 基本權分類論上으로 보면, 基本權(Grundrechte)에는 성질상 前國家的이고 

自然權的인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人間의 權利(M enschenrechte)와 實定法秩序에 바
탕을 두고 있는 國民의 權利(Bürgerrechte)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모
든 기본권을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른 한편으로 기본권목록에 있는 기본권들을 ‘獨逸人의 基本權’(Deutschen-
grundrechte)과 ‘모든 사람의 基本權’(Jedermann-Grundrechte)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견
해와도 연관이 있는데, 과연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국민이 향유
하고 행사하는 기본권들이 모두 언제나 외국인에게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역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A. 
Bleckmann(註 9), 62쪽 참조.

81) R. Walter/H. M ayer(註 70), 461쪽 이하(특히 462쪽) 참조.
82) R. Walter/H. Mayer(註 70), 463쪽 참조.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최근 외국
인의 기본권이 문제가 되면서 적합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83) 일본국의 헌법학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辻村みよ子(註 57), 16
쪽 이하 참조.

84) 芦部信喜는 (註 3)에서 보듯이 그 나름대로 인권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통상 기본권
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의 용어법에서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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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건대, 기본권을 Grundrechte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다.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의 constitutional rights나 constitutional liberties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헌법이 보장하

는 권리’라는 의미인 基本權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이해
되고 있는 Grundrechte나 미합중국에서 이해되고 있는 constitutional rights와 같

은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보인다.85) 그러나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역
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연혁적인 의미를 우리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憲法이 保障하는 權利를 基本權이라고 볼 때, 기본권의 보장은 普遍性을 가지
는 것인가 아니면 個別性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

는 權利章典의 目錄(=基本權 目錄)에 있어서 나라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같은 이름의 기본권이 기본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포함

하고 있다. 기본권의 보장이 보편성을 가지는 경우란 공동체의 구체성과 특수성

을 초월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개별성을 가지는 경우란 공동체의 구체성

과 특수성에 의해 다른 공동체의 경우와 차이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헌법이나 국제법규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질상 공동체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초월하여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런 보편성을 가지는 경우의 예로는 生命權, 身體의 自由, 良心의 自由 등과 
같이 自然權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宗敎의 自由에서
와 같이 內心의 信仰의 自由가 아니라 구체적인 宗敎를 選擇할 수 있는 자유에
서는 個別性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공동체의 구성원이 특정한 종교를 헌

법에서 國敎로 정하고 국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경우이다. 

人의 人權’, ‘外國人의 人權’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芦部信喜(註 3), 121쪽 이하, 159쪽 
이하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런 용어사용은 문제가 있다.

85) 미합중국의 constitutional rights나 constitutional liberties를 독일어로 옮길 때는 독일적 
개념인 Grundrecht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합중국에서 엄격심사가 적용되는 
fundamental rights는 fundamentale Recht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예컨대 
Winfried Brugger, Grundrechte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Tübingen: J. C. B. Mohr, 1987), 22쪽 이하(특히 22쪽), 45쪽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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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목록에서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우리 

憲法 제27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刑事被害者의 裁判節次에서의 陳述權을 들 수 
있다. 이런 것은 법률에서 정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우리 현행 헌법은 헌

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된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권리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현행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憲法 제107조 

제3항에서 재판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하는 경우 司法節次가 準用된다는 의미
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도 이와 관련이 된다. 이러한 것은 財産權과 같은 것에
서도 잘 나타날 수 있다. 재산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死刑의 문제도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이다. 인디아의 

카스트(caste)제도에 대한 법이론적인 논의도 이와 접한 관련을 가진다.
종래 기본권이 부정되거나 억압되던 상황에서는 기본권의 보편성과 국제적 보

장이 가지는 이런 보편성의 실천이 별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졌으나, 과거 기

독교를 앞세워 침략하고 식민지화한 전력과 같이 서구의 강대국들이 ‘인권외교’

라는 이름으로 또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앞세워 후진국에 상륙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패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人權談論’(human rights discourse)이 가지는 특정 정치이

념으로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라는 관점과 공동체의 고유성과 문화적 다양성

과 상대성의 관점에서 기본권의 보편성에 대한 再考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86) 국제 사회에서의 서구 중심의 ‘人權의 氾濫’에 대하여 재고할 

86) 예컨대, Makau M utua, Human Rights: A Political and Cultural Critiqu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39쪽 이하, 126쪽 이하 참조. Samuel P. 
Huntington은 미래를 西歐의 衰退와 非西歐 文化의 復活로 예측하면서 文明의 均衡에 
변화가 온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시각에서 서구와 비서구 국가들간에 대립을 
낳는 사안들이 국제 무대에서 점차 무게를 얻고 있다고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
구 국가들은 지금까지 추구해온, ⑴ 핵 확산 방지와 축소를 통한 비서구 국가들에 대
한 군사적 우위의 고수, ⑵ 비서구인들의 이민과 망명의 억제를 통한 서구 사회의 문
화적․사회적․인종적 틀의 보호, ⑶ 비서구 국가들에 대한 서구적 개념의 인권과 서
구식 민주주의의 도입 압박을 통한 서구의 정치적 가치관과 제도의 확산이라는 세 부

문에서 여전히 비서구 사회의 이익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태도를 취하겠

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한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와 문화상대주의간의 대립, 정치적․시민적 권리
와 개발권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권리간의 대립에서 어느 것을 상대적으로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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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들은 ‘文化相對主義’(cultural relativism)나 多文化主義
(multiculturalism)에 힘입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론 또한 팽팽하게 전개되

고 있는데,87) 이러한 논의가 기본권의 성질이나 주체, 기본권포섭론 등에 어떠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차원에서 첨예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본

다. S.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1996), 이희재(옮김), 문명의 충돌(서울: 김 사, 1997), 246쪽 이하, 256쪽 이하
(특히 260쪽) 참조.

87) 이 문제는 ‘아시아的 價値’(Asian Values) 또는 ‘儒敎資本主義’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논쟁과도 연관이 있지만, 기본권 보장의 보편성과 상대성의 문제가 이런 논의와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이 역사발전의 단계 또는 각 공동체의 생산력과 구조에 따
라 다른 것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치가 존재하는가? 서구의 나라에서 인정하
는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아시아지역 底發展 國家의 권리 현실을 공격하는 것이 타당
한가? 서구의 인권개념으로 인권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편성이 절대성을 
의미하는가? 교차문화적 보편성(cross-cultural universality)은 존재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논의와 관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普遍性과 相對性의 문제에 관하
여는 예컨대 Anonymous, “Statement on human rights,” American Anthropologist, Vol. 
49(1947), 539쪽 이하; Adamantia Pollis/Peter Schwab(eds), Human Rights: Cultural 
and Ideological Perspectives(New York: Praeger, 1979); Alison Dundes Renteln, 
International Human Rights: Universalism versus Relativism(Newbury Park, Calif.: 
Sage, 1990), 61쪽 이하(특히 82쪽 이하), 88쪽 이하; R. E. Howard, “Dignity, 
community and human rights,” in: A. A. An-Na'im(ed.), Human Rights in Cross- 
Cultural Perspectiv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hiladelphia Press, 1992); R. E. 
Howard, “Cultural absolutism and the nostalgia for community,” Human Rights 
Quarterly, Vol. 15(1993), 315쪽 이하; R. E. Howard, Human Rights and the Search 
for Community(Boulder: Westview Press, 1995); Amartya Sen, “Human rights and 
Asian values,” The New Republic(July 14, 1997), 33쪽 이하; Yash Ghai, “Human 
Rights and Asian values,” Public Law Review, Vol. 9(1998), 168쪽 이하; Josiane 
Cauquelin/Paul Lim(ed.), Asian Value: An Encounter With Diversity(Richmond, Sy.: 
Curzon, 1998); Joanne R. Bauer/Daniel A. Bell(ed.), The East Asian Challenge to 
Human Rights(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M ichael C. 
David, “Human rights, political values,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in: Adamantia 
Pollis/Peter Schwab(ed.), Human Rights: New Perspectives, New Realities(Boulder/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139쪽 이하; Adamantia Pollis, “A new 
universalism,” in: Adamantia Pollis/Peter Schwab(ed.), 같은 책, 9쪽 이하;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71쪽 이하, 89쪽 이하, 107쪽 이하; 郭道暉, “人權の階級性と普遍性つい
て”, 鈴木敬夫(譯), 中國の人權論と相對主義(東京: 成文堂, 1997), 9쪽 이하; 樋口陽一, 
“批判的普遍主義の擁護”, 比較法硏究 제59호(1997), 3쪽 이하; 森下敏男, “ロシア人權
槪念の受容と變容”, 比較法硏究 제59호(1997), 13쪽 이하; 土屋英雄,“中國おける人權槪
念の受容, 變容, 否定, そして今日的變容的受容”, 比較法硏究 제59호(1997), 21쪽 이하; 
鮎京正訓, “ベトナムにおける人權槪念の受容と變容”, 比較法硏究 제59호(1997), 36쪽 
이하; 安田信之, “フィリピンにおける人權槪念の受容と變容”, 比較法硏究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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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

나 행복추구를 저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인간에게 생래적으로 인정되는 권

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될 수 없다. 또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확인된 

기본권들도 문화상대성을 앞세워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편성을 가지지 않
는 역에서는 공동체에 따라 어떤 가치와 이익을 개인에게 전속적인 것으로 배

분하고 어떤 가치와 이익을 공동체에 유보할 것인가는 공동체의 특성과 그 공동

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낙태, 사형, 잔혹형, 안락

사, 인간복제, 매춘, 아동의 노동, 흡연, 마약, 종교적 집단자살, 종교적 또는 이념

적인 광신적 전쟁, 笞刑 등의 인정 또는 부정이 공동체의 문화 차이의 문제인가 
보편적 법규범의 문제인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人權에 관한 국제법규범
이나 국제법상의 재판기구를 文化相對主義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도 이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법적인 문제를 문화와 관련시킬 때, 문화의 다양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

화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요소가 실로 다양하면서 불명확하다는 점과 문화의 어

떤 요소가 과연 법적인 것에 직접 연관이 있는지가 면 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인가 아니면 단순한 환경 또는 
조건의 차이인가, 본질적인 삶의 방식의 차이인가 조건적인 사회발전단계의 차이

인가 하는 점들이 정 하게 검토되어 인식의 혼동이나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규범과 가치들이 공통

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본권에서 문

화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런 논의는 자칫 文化決定論으로 빠지면 많은 법적 개념
들을 해체시킬 위험도 있고, 독재와 권위주의통치를 허용하거나 인간성을 말살하
는 행위를 용인하는 길을 열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문화의 차이’라는 이름으

로 은폐시킬 위험도 있다. 인권은 인류학이나 문화학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88) 기본권의 역에서는 

(1997), 47쪽 이하; 孝忠延夫, “憲法における 人權 槪念”, 比較法硏究제59호(1997), 58
쪽 이하; 池田明史, “イスラーム世界における人權槪念の受容と變容”, 比較法硏究 제59
호(1997), 67쪽 이하; David P. Forsythe(ed.), Human Rights and Comparative Foreign 
Policy(Tokyo/New York/Pari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0); Louis Henkin/ 
Gerald L. Neuman/Diane F. Orentlicher/David W. Leebron(註 47), 10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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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基本權의 制限 領域이 특정한 가치나 이익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면
서도 共同體의 價値(예컨대 우리 憲法 제37조의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문제는 基本權 制限論으로 해
소된다. 따라서 基本權의 槪念論 또는 基本權의 包攝論에서 이런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권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그 높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
이든 권리든 이는 시대에 따라 그를 지배한 문화에 따라 다르고(예컨대 이집트, 그

리스, 로마와 중세, 근대, 현대에서 법이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 같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공동체간의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예컨대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법과 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런 점이 곧 문화

결정론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기본권은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하며, 국가의 실정법규구
조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는 이미 본 바와 같다. 

기본권이 객관적 규범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도 실정헌법에서 보장하

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권이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공동체내의 모든 곳에 효력을 미치는 것도 헌법이 共同體의 最高法이고 기
본권은 이런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放射效도 바로 기본
권이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본권을 ‘헌법에
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할 때 그 규범적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

본권이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여야만 한

다. 다시 말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어떤 관계

에 있는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기본권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2) 法律에서 保障하는 權利와의 關係

실정법의 체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憲法-法律-命令-規則｣의 段階構造를 가지
고 있는 나라에서는 법효력에 있어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다. 법률의 내용이 
헌법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법

률의 存在根據가 되고 동시에 效力根據가 된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헌법에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여 언제나 

88) A. J. M. Milne(註 7); P. Jones(註 16), 213쪽 이하 참조.



2003. 6.] 基本權의 槪念에 관한 硏究 55

법률이 헌법의 下位規範으로서 가지는 法律專屬的인 내용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이란 본질적으로 헌법을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

문에 그 법률에는 헌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 있

는가 하면, 헌법과 충돌되지는 않지만 법률의 수준에서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 창설하는 내용이 있다. 前者를 憲法確認的 內容이라고 하고 後者를 立
法創設的(=立法形成的) 內容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확인적 내용과 입법창설적 내용 중에는 권리가 그

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기본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다. 즉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rights under law) 중에는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세 화한 권리가 있고, 입법자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形成의 自由에 근거하여 創設한 권리가 있다. 헌법에서 기본

권을 정하는 경우 그에는 “모든 국민은 學問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정하는 것과 
같이 輪廓만 정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에 의해 정해진다. 입법자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학문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憲法解
釋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입법자에 의해 정해진 내용

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의 내용을 해석하여 다시 확인하여 정하는 경

우는 그 권리가 비록 형식에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基本權이다. 입법자는 이런 내용을 법률에 정하 다고 하

여 그 권한으로 다시 이런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은 

基本權이 직접 효력을 미치는 射程距離안에 있다. 이러한 것은 헌법이 윤곽을 정

하는 규범이라고 하여 헌법이 기본권의 最小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
하며, 입법자가 윤곽을 정하고 있는 헌법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形成의 自由를 가
진다고 하여 기본권의 내용을 마음대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

님을 뜻한다.
그런데 입법자가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내

용을 구체화할 뿐 아니라 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의 수

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국민에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입법

자가 기본권의 실현을 위하여 立法形成의 自由의 범위 내에서 선택한 결과로 창
설되는 권리는 기본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그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해 창설하는 권리 중에는 이

와 같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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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이룬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

해 創設된 권리일 뿐 법률이 헌법상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여 정한 권리가 아니
다. 이런 권리는 입법자가 그의 立法形成權의 행사로 폐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것은 입법자가 제도를 작동시킴에 있어서 개인에게 권리로 

부여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제도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느냐 하

는 것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는 기본권이 재확인되고 구체화된 권리가 있는가 하면, 기본권

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자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있다. 이 양자의 구별은 

기본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헌법소송법적

으로도 중요하다. 먼저 기본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보면, 기본권 내용을 도출할 때 

과연 어디까지가 헌법의 기본권조항에서 직접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어디부터 

立法者의 形成의 自由에 맡겨두고 있는 내용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
온다. 이것은 基本權의 解釋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다. 헌법소송법적으로는 우리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에서 대표적으로 이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부각된다. 憲
法裁判所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憲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憲裁法 제
68조 제1항) 법률에서 창설된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에서 권리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어느 것이 헌법의 기본권을 
확인하여 정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이며 어느 것이 법률에 의해 창설된 권리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議會의 立法形成의 自由가 인
정되는 범위에서 선택의 재량에 의해 창설된 권리는 ‘法律上의 權利’이고, 이와 달

리 의회에 선택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의 기본권조항이 직접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의회가 확인하여 구체화하고 세 화한 권리는 ‘憲法上의 權利’ 즉 基本權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私的 自治나 契約의 自由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리이며 기
본권이고 이는 다시 民法에서 확인되어 구체화되어 있다. 민법이 家族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도 혼인과 가족에 대한 헌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하는 것이 

있고, 婚姻과 家族制度를 구체화하면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의 형태를 
선택한 것이 있다. 刑事訴訟法의 절차적인 권리도 많은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입법자인 국회도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통하여 없앨 수 없다. 이런 범위에서는 법률에 있는 내용도 헌법내용이고 
이것은 곧 헌법과 같은 규범적인 효력을 가진다.



2003. 6.] 基本權의 槪念에 관한 硏究 57

그러나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어느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

다. 예컨대 裁判을 받을 權利가 기본권이라고 할 때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권을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인가 법률상의 권리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財産權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때에도 所有權이외에 소유권과 분
리된 占有權, 地上權, 地役權, 傳貰權과 같은 用益物權과 留置權, 質權, 抵當權과 
같은 擔保物權을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인가 법률상의 권리라고 할 것인가 하
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행정법의 역에서 보건

대, 行政節次法上의 각종 申請權,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行政介入請求權, 行政爭
訟法上의 소송절차적인 권리 등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의 역에서도 어디까지를 헌법이 정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에 포

함된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어떠한 권리가 憲法上의 權利 즉 기본권인가 아니면 法律上의 權利인가를 구별

하는 작업은 양자간에 경계를 설정하여 基本權의 保護領域(= 基本權의 保障範圍, 

grundrechtlicher Schutzbereich)을 분명히 하는 基本權의 限定(Begrenzung der Grund-

rechte)의 문제이며, 이것은 곧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을 確定
(Inhaltsbestimmung)하는 것이다.89) 그런데 기본권의 보호 역은 언제나 固定不變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시대상응성, 역사성, 현실적응력 그리고 基
本權의 變遷(Grundrechtswandlung)에 의해 장기적으로 그 領域限界線이 변화한다. 

그래서 기본권 보호 역의 테두리는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안정성을 지니지만 장

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대화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90) 물론 인간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자연적인 것은 그 내용이 상대화될 수 없다.

이러한 경계를 정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하여 헌법상의 권리와 법

률상의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의 항상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
의 보호 역(=내용)은 개별적 기본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역의 경계

를 긋는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개별적 기본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의 변화와 시대의 진행에 따라 향을 받는 것이지만 個別的 基本權의 構成

89) Peter Lerche, “Grundrechtlicher Schutzbereich, Grundrechtsprägung und Grundrechtsein-
griff,” Josef Isensee/Paul Kirchhof(he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
republik Deutschland, Bd. Ⅴ(Heidelberg: C. F. M üller, 1992), 746쪽 이하 참조.

90) P. Lerche(註 89), 741쪽, 749쪽 이하, 7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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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件(Grundrechtstatbestand)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기본권

의 보호 역을 확정할 수 있다. 基本權의 構成要件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91) 이러한 작업은 개별적 기본권의 해석에 있

어서 내용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본권보장의 규범적 효력을 명백히 해주고, 기

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입법자의 역할과 그의 한계도 분명히 설정해준다.92) 

기본권의 保護領域을 확정하는 작업과 基本權의 制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데,93) 기본권의 제한은 먼저 기본권의 보호 역이 확정된 다음 단계에서나 행해

질 수 있는 것이다. 基本權의 制限은 이미 설정된 기본권의 보호 역을 제한하는 

것이지 기본권의 보호 역을 定義하는 것이 아니다.94)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에 

의해 기본권의 보호 역 자체가 축소될 수는 없다.

(3) 主觀的 公權과의 關係

1) 基本權의 主觀的 公權性의 確保

主觀的 公權(subjektive öffentliche Rechte)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公權理論의 성립

91) Robert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6), 272쪽 
이하; A. Bleckmann(註 9), 328쪽 참조. 원래 構成要件(Tatbestand)이라는 법개념은 도
그마틱한 것이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합당한 법적 효과(Rechtsfolge)가 도출
된다는 인식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

는 작업에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기본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확정된 그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기본권적인 법효과(grundrechtliche Rechtsfolge)가 나온다. 
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Ⅲ/2(München: C. 
H. Beck, 1994), 3쪽 이하, 10쪽 이하 참조.

92) P. Lerche(註 89), 763쪽 이하 참조.
93) 기본권 보호 역의 확정과 기본권의 제한의 차이에 대해서는 P. Lerche, “Grund-

rechtsschranken,” Josef Isensee/Paul Kirchhof(註 89), 780쪽 이하; P. Lerche(註 89), 
744쪽 이하, 762쪽 이하 참조.

94) P. Lerche(註 89), 747쪽, 762쪽, 766쪽 참조. 용어법에 따라서는 P. Häberle와 같이 기
본권의 제한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보호 역을 ‘廣義의 基本權保護領域’이라고 하고, 
기본권의 제한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보호 역을 ‘狹義의 基本權保護領域’이라고 하기
도 한다. A . Bleckmann(註 9), 330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용어법은 별 실익이 없다고 
보인다. ‘협의의 기본권보호 역’의 문제는 基本權制限의 限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기본권보호 역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
본권의 최대한의 사정거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한 

역까지 포함한 헌법이 보장하는 基本權의 最大 射程距離領域을 보호 역으로 보는 

것이 簡明하다. ‘보호 역’이라는 용어보다는 ‘내용’이라는 용어가 더 유용한 개념이라
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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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개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공법과 사법의 엄격한 이원적인 구별론

을 전제로 하여 공법 역에서 反射的 利益(Reflexrecht)이 아닌 역을 확정하기 

위한 개념이었으며, 국가의 역사로 보건대 국가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념이 생겨나면서 성

립한 것이다. 1852년에 공권에 대한 법학적 파악을 최초로 시도한 ｢公權論｣
(Über öffentlichen Rechte)을 발표한 C. F. Gerber나 1892년에 ｢公權의 體系｣
(System der subjektiven öffentlichen Rechte)를 발표한 G. Jellinek의 주장에서 이

런 점을 발견할 수 있다.95) 이러한 主觀的 公權은 특히 개인에게 해당하는 경우
를 나타내는 말로 個人的 公權(individuelle öffentliche Rechte)이라는 말로 사용하

기도 한다.96) 이러한 주관적 공권은 초기에 國家優位的인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G. Jellinek의 ‘地位理
論’(Statustheorie)이다. G. Jellineck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受動的 地位
(passiver Status), 消極的 地位(negativer Status), 積極的 地位(positiver Status), 能
動的 地位(aktiver Status)에 있다고 하고, 수동적 지위에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義務가 나오고 소극적 지위에서는 自由權이 나오며 적극적 지위에서 受益權이 
나오고 능동적 지위에서 參政權이 나온다고 하 다. 그런데 그에 의해 파악된 소

극적 지위, 적극적 지위, 능동적 지위에서 나오는 주관적 공권은 미약한 수준의 

것이었던 반면 국가에 대한 服從義務는 상당히 강조되었다. 여기서 국민은 어디
까지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하는 관점에서 파악되어 국민이 주

관적 공권을 지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을 기속할 수 있는 적극적

인 효력은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97) 그러던 것이 역사의 발전에 따라 

점차 국민의 지위가 강화되고 국가에 대한 國民優位的인 관점이 형성되면서 주

95)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中川義明, ドイツ公權理論の展開と課題(京都: 法律文化社, 
1993), 49쪽 이하, 108쪽 이하 참조.

96) 이러한 것은 다분히 독일적인 것이다. 독일의 공권론의 전개를 보건대, 공권론은 국
가우위에서 국민우위로 발전하 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도 공권을 가진다고 이해하여 

主觀的 公權에는 國家의 主觀的 公權(=國家的 公權 subjektives öffentliches Recht des 
Staates)과 個人의 主觀的 公權(=個人的 公權 individuelles subjektives Recht)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체에의 기본권보장의 법리에서 보건대, 국가가 가진
다고 하는 國家的 公權은 개인이 가지는 공권과 성질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權限 또는 權能을 의미하는 Kompentenz 또는 power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97) 許營(註 55), 319쪽 이하, 37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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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공권 또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질은 기본권의 개념본질적인 속성으로 인

정되고 있으며 오늘날 이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다.

이러한 公權에 대한 인식의 발달에 따라 오늘날 주관적 공권이라는 개념은 반
사적 이익과 개념적으로 선명하게 구별되기에 이르 다. 反射的 利益은 국가에게 
행위의무가 발생하여 그 행위를 한 결과 국민이 얻는 이익을 말하며, 主觀的 公
權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이렇듯 주관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槪念的 區別
은 선명하게 되어 종래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되던 것에서 권리의 역을 확보하

게 되었는데, 현실적 삶에 있어 이 양자는 先驗的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
니어서 오늘날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되던 역이 점차 줄어들고 주관적 공

권으로 이해되는 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익과 권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

는 점에 직면하여 보면, 이익으로 이해되던 것이 권리로 받아들여진다 하여 이것
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이 지나쳐 개

인의 권리로 경계를 획정한 결과가 각자 자기 권리만 주장하도록 만들어 결국 

공동체적인 삶에 심한 균열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왔다는 진단하에 형량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으로 특징지워져 온 권리

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98) 아무튼 獨逸의 公權理論
의 성과를 놓고 보면, 반사적 이익으로 치부되던 역에서 權利性이 인정되는 
역을 찾아 개인의 권리를 확보한 점이다.

2) 基本權과 主觀的 公權

기본권의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 주관적 공권(=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

별하는 것은 하나의 획을 긋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기본권을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기본권의 개념을 보다 엄
하게 정의하는데는 공법학에서 논의되는 주관적 공권과 기본권의 관계를 보다 

정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논의는 주로 행정법학의 

역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법학

98) 예컨대, M ary Ann Glendon, Rights Talk: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Discourse(New 
York: Maxwell M acmillan, 1991), 18쪽 이하 참조. 이러한 것은 다분히 권리를 자연
권으로 이해해온 권리에 대한 미 개인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에는 憲法 제37조의 규정으로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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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난 이런 이론적 논의에는 독일 행정법학의 이론적 논의가 강한 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법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크게 주관적 공권과 기본권

을 구별하는 견해와 이러한 구별론을 극복하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區別論에 
의하면, 主觀的 公權의 槪念的 徵表는 ⅰ) 원칙적으로 法律에서 규정하고 있는 
權利이며, ⅱ) 實體的 權利 또는 節次的 權利이고(종래에는 실체적 권리만 의미했으

나 요즘에는 절차적 권리도 해당된다고 본다), ⅲ)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直
接 請求할 수 있는 權利라는 3가지 槪念要素로 정리된다. 이러한 구별론은 기본

권이라는 개념이전에 주관적 공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독일 

공법학의 발전 단계도 그러하다) 주관적 공권이라는 개념을 고정시켜 놓고 기본권 

가운데도 이런 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를 찾는다. 그래서 법률에는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상의 권리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이라고 파악한다. 區別論은 이런 경우에 
한하여 주관적 공권은 예외적으로 基本權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 법률이 국가에 의무를 정하고 그에 대응하여 권리가 정해지는 法律上의 
權利라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다.99) 이러한 구별론은 행정법률과 같은 공법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主觀的 公權 또는 個人的 公權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아래의 
≪區別論의 理解 構造≫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그 동안 기본권을 주관적 권리로 파악하고 ‘국가에 대

해’ 公權으로 기능을 한다는 헌법학의 기본권이론의 성과와 완전하게 부합하기는 
어려운 점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主觀的 公權에는 基本權과 法律
上의 公權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이들의 차이는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

되거나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것이냐 아니면 입법자가 立法形成의 自由의 범
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 

전개된 公權理論과도 부합하는 이해라고 할 것이다. 이것도 엄 히 말하자면 기

99) 金鐵容, 行政法Ⅰ(서울: 博英社, 1998/2002), 76쪽 이하(특히 77쪽) 참조. 石琮顯은 종
래 행정법학자들이 기본권과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비판하

고, 개인적 공권은 행정법상의 권리라고 하면서 기본권과 구별하고 있다. 구별기준으
로는 强行法規의 存在 與否와 私益保護性의 有無를 들고 있다. 석종현, “行政法上 個
人的 公權論에 관한 批判的 檢討”, 心泉桂禧悅博士華甲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公法學
의 現代的 地平(서울: 博英社, 1995), 61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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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은 對國家的으로만 주관적 공권으로 작동하며 對私人的으로는 공권이 아니
다. 다만, 문제는 행정법학자들이 주관적 공권의 개념적 징표로 들고 있는 국가

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기본권의 

효력, 법률상의 권리의 효력의 문제이며 개념이나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주관적 

공권 중 법률상의 권리는 구체적인 것이어서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

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異論이 없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경
우에는 효력의 직접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직접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

에서 그 청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 예컨대 財産權의 公用侵害가 있
는 경우 損失補償을 위한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헌법의 보상규정을 근거로 직
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立法不作爲를 다툴 수 있느냐 하는 문
제에서 학설상 논란이 있는 것도100) 주관적 공권이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

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法律上의 權利가 가지는 효력과 基本權이 가지는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101) 아무튼 이런 문제는 主
觀的 公權의 效力의 문제이므로 槪念論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102) 개념

100) 金鐵容(註 99), 331쪽 이하 참조.
101) 오늘날 기본권이론은 기본권이 국가에 대해 작용하는 경우에는 主觀的인 公權으로서 

直接的 效力을 가진다고 한다. 權寧星(註 29), 310쪽; 金哲洙(註 4), 285쪽 이하; 許營
(註 54), 202쪽, 244쪽 이하 참조. 獨逸의 경우 獨逸基本法 제1조 제3항은 “아래의 기
본권들은 직접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 행정권, 사법을 기속한다.”(Die 
nachfolgenden Grundrechte binde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
sprech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라고 정하고 있는데, 기본권해석론은 여기
서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 또는 직접적용성(unmittelbare Anwendbarkeit der 
Grundrechte)을 인정하는 근거를 찾는다. 이러한 기본권이 가지는 직접적 효력이 무엇
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기본권은 裁判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justitiabel) 것이라는 것과, 입법, 행정, 사법, 헌법
재판 등 모든 국가권력작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覊束된다는 것,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主觀的인 公的 防禦
權(subjektive öffentliche Abwehrrechte)의 근거가 된다는 것에는 異見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參與權(Teilhaberechte)이나 實定法上의 給付請求權(positive Leistungsansprüche) 
등과 같은 청구권은 실제 애매하여 직접적 효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A. Bleckmann(註 9), 65쪽 이하 참조.
102) 行政法學에서 논의되고 있는 主觀的 公權과 基本權의 異同의 問題는 그 논의의 實

益이 행정소송에서 原告適格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행정관계 법률에서 정
하고 있는 공권 즉 주관적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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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 공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권리만에 한정되

고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對國家的으로만 !)과 법률상
의 공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해를 그림으로 보면 아래

의 ≪새로운 理解 構造≫에서 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본권과 주관적 공권이 

개념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區別論의 理解 構造≫에서
와 같은 종래의 이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理解 構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區別論의 理解 構造≫ ≪새로운 理解 構造≫
主觀的 公權 主觀的 公權

反射的 利益
法律上의

權利
基本權 反射的 利益

基本權(對國家的)

法律上의 權利

종래 헌법학에서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나 행정법학에서의 주관적 공권에 관한 

논의를 보면, 상호 논의가 충분하게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 표명되었다. 헌법학자들이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논하면

서 주관적 공권에 관한 행정법학자들의 논의를 충분히 고려하 다고 보이지는 

않고, 행정법학자들 역시 행정법상의 주관적 공권을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의하면
서도 헌법학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 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를 놓고 

헌법학과 행정법학간에 서로 진지한 논의가 있은 적도 없다. 따라서 이제는 종래

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언제나 인정할 수 있다고 하기

는 어렵다고 하는 것에 논의의 핵심이 있다. 기본권의 경우에도 防禦權의 측면을 놓
고 보면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주체는 그 침해를 제거하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 적격을 가진다. 문제는 給付請求나 履行請求와 같이 원고적격의 인정여부가 문
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基本權의 效力의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침해제

거이외에 급부청구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基本權의 效力의 問題에 해당하는 것이지 基
本權의 槪念의 問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서는 기본권
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한 헌법학에서의 논의와 행정법학에서의 주관적 

공권 논의를 무리 없이 결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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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를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헌법학에서의 논의와 행정법학에서의 논의를 

세 히 검토하여 논의를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논의를 독

일의 맥락에서 보고 이러한 논의를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의 논의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도 갖추어야 할 것이

다. 여기에는 반드시 권리, 기본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憲法學과 行政法學에서의 권리를 둘러싼 그간의 쟁점을 종합하면, 權利와 反射
的 利益은 구별되는 것이고, 주관적 공권은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는 것으로 귀결된다. 물론 권리와 반사적 이익으로 구별하는 하는 경우에도 ｢反
射的 利益-權利｣로 二分하는 二分論103)에 대해 ｢反射的 利益-法律上 保護利益-權
利｣로 삼분하는 三分論104)이 대립하기도 하지만, 二分論이 타당하다(이 문제에 대

한 이론적 논의는 위의 그림의 ⓑ 역에 속한다). 그리고 主觀的 公權의 경우에는 기
본권이 대국가적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러한 면에서는 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고, 행정법과 같이 

공적인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고 구체화한 것과 기본

권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자가 정

한 것이 있는데, 이 경우 어느 것이나 주관적 공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개

념론상의 문제의 핵심은 行政法上의 權利가 主觀的 公權이냐 基本權이냐 하는 
구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主觀的 公權이 基本權이냐 法律上의 權利냐 하는 
구별에 있다(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위의 그림의 ⓐ 역에 속한다). 이를 그림

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103) 二分論을 취하는 견해로는 예컨대 金南辰, 行政法Ⅰ(서울: 法文社, 2002), 99쪽; 金東
熙, 行政法Ⅰ(서울: 博英社, 2002), 85쪽; 姜求哲, “公權의 觀念에 대한 小考”, 考試硏
究 1991년 2월호, 66쪽; 洪井善, 行政法原論(上)(서울: 博英社, 2002), 156쪽; 洪準亨, 
行政法總論(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122쪽; 朴鈗炘, 最新行政法講義(上)(서울: 博英
社, 2002), 148쪽; 石琮顯, 行政法原論(서울: 三英社, 1998), 63쪽; 金性洙, 一般行政法
(서울: 法文社, 2001), 145쪽; 柳至泰, 行政法新論(서울: 新英社, 2002), 96쪽.

104) 三分論을 취하는 견해로는 예컨대 金道昶, 一般行政法(上)(서울: 靑雲社, 1993), 240
쪽; 卞在玉, 行政法講義(Ⅰ)(서울: 博英社, 1990), 143쪽; 李尙圭, 新行政法論(上)(서울: 
法文社, 1993),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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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射的 利益, 基本權, 法律上의 權利≫

基本權

ⓑ 反射的 利益ⓐ

法律上의 權利

Ⅳ. 基本權의 導出과 基本權에의 包攝

1. 基本權의 導出

기본권의 개념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고 할 때, 실정헌법상 기본권은 어디에서 
보장하고 있는가? 이는 우선적으로 실정헌법이 기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조

항에서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정헌법은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본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문언을 명문화하 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기본권이라고 명시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본권이 원리나 원칙 또는 제도와 

어떤 관계에 있고 이를 실정헌법에 명문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

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런 것은 각 나라의 헌법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우 세분화하여 정한 경우도 있고,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정한 경

우도 있다.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과 같이 마법의 상자처럼 온갖 기본권을 

만들어 내는 매우 포괄적인 규정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원칙이나 원리 그리고 제도 등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헌법제정자는 어떤 제도를 정하면서 그 제도가 작동하려면 국민에게 그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어떤 제도와 그에 동반하는 기본권을 

동시에 명문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제도만 명시적으로 정하고 이에 동반

하는 기본권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제도의 작동상 반드시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본권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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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선거제도를 명시적으로 정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명문으

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선거제도가 헌법상의 제도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은 당연히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헌법상의 원리나 원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이익을 정돈하여 이를 정하고 있고, 이런 가치는 원리나 원칙으로도 나타

난다. 그리고 기본권 역시 이런 헌법상의 가치나 이익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므
로 헌법상의 원리나 원칙 가운데서도 기본권이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나 

원칙은 헌법상의 편제상 권리장전의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제도의 부분에 있을 

수도 있으며 각종의 원리나 원칙을 선언한 것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권

은 기능상 원칙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원리로 작용하는 것도 있으므로 헌법상

의 원칙과 원리와 기본권은 친화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런 원칙과 원리는 기본권

의 보장에서 이익형량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 결과로는 기본권을 더 강화
해주기도 한다. 아무튼 헌법상의 기본권은 명시적으로 어떤 권리라고 표현하여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른바 기본권규정에서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의 전 조항에 걸쳐서 원리나 원칙 또는 제도를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105)

2. 基本權에의 包攝

(1) 憲法上의 價値와 利益

기본권의 개념을 위와 같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이런 기본권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배경 하

에 국민들의 결단으로 실정헌법에 기본권이라고 정하여 개별 기본권들이 明文으
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치나 이익은 기본권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실정헌법에서 원리, 원칙, 제도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헌법의 해석

으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으면 이런 것 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헌법은 많은 가치들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決斷을 성문화하고 있으
므로 기본권 이외에도 수많은 가치들과 이익들이 선택되어 공동체를 유지․발전

105) 鄭宗燮(註 30), 97쪽 이하; 鄭宗燮(註 46), 77쪽 이하를 보기 바람. 이러한 견해에 대
하여 동의하며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으로는 예컨대, 이종수,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준별론에 관한 비판적 보론”, 憲法實務硏究 제3권(서울: 博英社, 2002), 197쪽
을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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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그 공동체내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

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와 이익을 모두 기본권이라

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정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나 이익 가운데서도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즉 실정헌법으로 

보호하는 가치나 이익 가운데에 권리인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과 권리가 아닌 

형태로 헌법상의 가치나 이익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국가는 기본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의 이런 가치나 이익도 

실현할 의무가 있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또는 복지국가 등을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 가운데는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도 있고, 기본권이 아닌 헌법상의 가치나 

이익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이익

권리 단순 이익

기본권 헌법상의 가치․이익

법률상의 권리 법률상의 가치․이익

(2) 基本權으로의 包攝

헌법상의 가치와 이익이 이러하다고 볼 때, 남은 문제는 어떤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基本權의 形成 또는 基本權의 包攝의 문제이다. 이는 법리적

으로 두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먼저 무엇을 권리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權利의 形成)이고, 그 다음은 실정법규범의 구조에서 어떤 권리를 최고법

인 헌법에서 보장할 것인가(基本權으로서의 保障)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도덕으로부터 권리를 획득하는 작업을 하 다. 

어떤 사람에게 자유이고 복지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유나 복지가 권리로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이 권리로 되자면 권리를 생성시키는(또는 도출하

는) 필연적인 논리적 정당화과정이 필요하다.106) 많은 도덕철학적인 논의와 법철
학적인 논의가 이에 집중되었다. 自然法論도 이에 깊이 개입하 다. 이러한 성찰

106) 이런 정치한 도출 또는 정당화의 논증 문제에 관하여는 Alan Gewirth, Human 
Rights: Essays on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s(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4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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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는 오늘날 실정헌법에 ‘基本權의 目錄’을 만들기에 이르 고, 실정헌법의 

기본권들은 많은 부분 道德(=倫理)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正當化는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체험을 하고 난 후 실존적인 결단을 한 경우도 있고, 많은 사상가

들의 사고의 산물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 또 이미 기본권으로 정당화하여 실정

화한 다른 나라의 헌법을 수용하면서 기본권의 목록을 수용하기도 했다. 일반적

으로 권리는 도덕, 상호간의 약속(또는 계약), 생래적 관계, 자연적 관계, 정책적 
결단 등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기본권으로의 보장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

가 왜 권리 가운데서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기본권의 많은 부분은 도덕으로부터 획득되지만 언제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

니다. 공동체의 특유한 문화에 의해 획득될 수도 있고(어떤 나라에서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가치), 헌법이 특정한 원리나 제도를 
채택하면서 이에 필요한 장치를 기본권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동체내의 

많은 가치들을 배분하면서 어떤 것을 개인의 권리로 보장하고 어떤 것을 공동체에 

유보할 것인가에 대한 政策的인 考慮로 기본권이 획득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가치와 이익을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이미 인류가 

최고의 권리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용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헌법에서 설정하는가 아니면 법률에서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공동체의 작동과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

제로 남아 있다. 권리의 대부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면 가치 또는 이익배분과 관

련하여 입법자 즉 국회의 역할은 줄어든다. 이 부분에서 입법자는 헌법에 기속되

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는 입법자를 엄격하게 구속한다. 헌법의 의미

를 확정하는 헌법재판소나 법원 등 재판기관의 역할이 늘어난다. 입헌주의가 매

우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신 권리로 설정하는 작업이 입법자에게 많이 주
어지면 입법자의 역할은 늘어나고 공동체의 운 과 인간의 삶은 탄력성을 가지

고 유동성이 높아져 민주주의는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입법자에 의해 권리가 부

정되는 위험이 항상 따른다. 자유와 권리가 억압되는 독재나 권위주의통치를 겪

은 나라에서는 자유와 권리의 성질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모든 권리를 기본권(또

는 인권)이라고 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목록에 추가시켜 이미 민주주의를 실현한 

선진국보다 훨씬 ‘호화찬란한’ 기본권 목록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권
리들이 과연 진정한 ‘헌법상의 권리’로 작동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권리들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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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로 작동하면서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독일의 경우 과거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

었지만 현행 독일 기본법에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 바이

마르헌법 하에서의 사회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선례는 기본법

의 기본권 보장부분에서 이러한 권리를 실정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도적으

로 포기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사회적 기본권이나 경제적 기본권의 헌법적 성
문화의 논의는 독일의 통일직후인 1990년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1993년 11월 헌법개정을 위한 共同憲法委員會(Gemeinsame Verfassungskommision)는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 고, 국가목

적규정으로서 環境保護(Umweltschutz)만을 도입하기로 결정하 다(독일기본법 §20a). 

독일의 경우 국민의 복지는 제도와 법률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복지에 관하여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어떤 나라보다 국민의 복지가 충실하

다. 또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여 헌법에 정하고 있는 나라도 실제에서는 이를 

국가를 상대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나라는 거의 없다.107) 복지에 

관한 권리(welfare right)를 논의하는 것과 복지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

자고 하는 것은 동일한 논의가 아니다. 프랑스는 아예 헌법에 기본권 조항이 없

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민주주의적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를 만연이 민주주의에만 맡겨 둘 수는 없기 때문에 ‘公的 自
由’라는 개념이 있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을 하면서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의 

규범력까지 인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에서는 아예 실정헌법이 없기 때

문에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이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입헌주의는 존재

하기 어렵다. 대신 법리상 의회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議會主權’(parliamentary sovereignty)이라는 개념이 유지되

고 있다.108) 그러나 이런 의회주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의회가 국민의 자유나 권
리를 마음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의 전통적인 最高法(higher law)

사상이 존재하고 普通法(common law)를 통하여 권력의 자의들이 통제되고 그 한

107) Mary Ann Glendon, “Rights in twentieth-century constitution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59(Winter 1992), 526쪽 이하, 534쪽 이하 참조.

108) 이에 대해서는 Gil Anav, “Parliamentary sovereignty: an anachronism,”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 Vol. 27, No. 3(1989), 631쪽 이하; Geoffrey Marshall, 
“Parliamentary sovereignty: a recent development,” McGill Law Journal, Vol. 12, No. 
4(1966-1967), 523쪽 이하 참조.



鄭 宗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2호 : 1∼8070

계가 설정된다. 국에서 권리론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고 ‘道德的 權利’(moral 

right)니 ‘根本的 權利’(basic right)니 하는 개념들이 흔히 거론되는 것도 이와 무관

하지 않다. 근래 국의회가 人權法(Human Rights Act)을 제정하여 성문헌법국가

의 권리장전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 이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하 다.109) 물론 이러

한 유럽 각국의 상황도 유럽공동체의 형성과 함께 앞으로 유럽공동체헌법이 각 

나라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110)

어떤 가치와 이익을 권리로, 더 나아가 기본권으로 포섭하느냐 하는 문제는 흔

히 ‘인권운동’에서 보듯이 간단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운 원

리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더불

어 살아가야 할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權利 包攝 
또는 基本權 包攝의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수 있다. 오늘날 법규범구조에서 노동

에 관련된 권리, 복지에 관련된 권리, 환경에 관한 권리, 소비활동에 관련된 권
리, 경제에 관련된 권리 등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간단하

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111)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기본권주

체의 문제에서도 발생한다. 예컨대, 개인에게 생래적으로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

는 성질상 개인이 당연히 그 주체가 되지만, 매스미디어(mass media)를 표현의 자

유의 주체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개입한다.112) 매스미디

109) 국의 인권법에 관해서는 尹眞秀, “英國의 1998년 人權法(Human Rights Act 1998)이 
私法關係에 미치는 향”,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2002. 3), 125쪽 이하 참조.

110) 유럽연합의 이른바 ‘권리장전’에 관한 논의로는 Koen Lenaerts/Eddy Eddy de 
Smijter, “A ‘bill of rights’ for European Union,” Common M arket Law Review , Vol. 
38, No. 2(April 2001), 273쪽 이하; Gráinne de Burca, “The drafting of the European 
Unio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European Law Review, Vol. 26(2001), 126쪽 
이하 참조. 이들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권리장전은 아직까지 각국의 헌법질서를 변경
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111) 예컨대 환경 문제를 포함한 사회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단순히 권리문제로 환원
하기 보다 리스크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을 말해

준다. 趙弘植, “리스크法”,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4호(2002. 12), 27쪽 이하(특히 
49쪽 이하, 69쪽 이하) 참조.

112) 예컨대 長谷部恭男은 ‘헌법상의 권리’에는 인간에게 생래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는 
때로 사회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와 사회전체의 이익 때문에 보장되는 
정책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고, 매스미디어를 표현의 자유의 주
체로 인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한다. 長谷部恭男(註 
16), 103쪽 참조. 더 나아가 J. Raz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정치
적 권리도 개개인의 표현하고자 하는 이익도 보호하지만 화자나 청자가 아닌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되는 정치공동체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있어 더 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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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법률상의 권리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상의 권

리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법인이나 단체를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외국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권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무엇을 기본권으로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별된다.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익들이 있지만, 이러한 가
치나 이익들이 모두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가치나 이익이라도 하위 법률의 수준에서는 법률상의 권리로 보호할 수는 있다. 법률이 
이를 권리로 보호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입법자가 자유로이 다양한 방법으

로 이런 가치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법률정책적인 문제이다). 사

회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나 이익 가운데 어떠한 것을 공동체 구성원의 一身專屬
的인 역으로 하고 어떠한 것을 공동체의 공동의 가치나 이익의 역, 즉 公的 
領域(public domain)으로 남겨야 공동체가 유지․존속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오래 시간을 살아오면서 확인한 것도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른바 우리가 普遍的인 價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것은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호하여야만 하고 어떤 것은 개인의 역으로 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신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는 상당 부분 수많
은 현실의 상황에서 경험을 통하여 적용되면서 검증된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여전히 어떠한 가치나 이익이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가 논

의 가운데 놓여 있다. 예컨대 自由主義 또는 個人主義의 관점과 共同體主義 또는 

共和主義의 관점에 있어서 권리에 대하여 편차를 보이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
다. ‘무엇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논

증의 문제이고,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의 문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화
찬란한’ 기본권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헌법의 경우, 그러한 기본권목록에 포함되

어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基本權의 槪念, 基本權의 包攝이라는 정 한 그물망

을 신중한 검증을 거쳐 통과하 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헌법에는 權利章典의 
부분에 명시에 되어 있더라도 기본권이 아니라 단순한 헌법상의 가치나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국민에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Joseph Raz, “Rights and individual well-being,” in: J. Raz, 
Ethics in the Public Domain(Oxford: Clarendon, 1994), 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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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 그러한 가치나 이익을 실현할 의무만 주어진다(국가는 하위 법률 등을 제

정하거나 행정행위 등으로 이를 실천한다). 독일적 개념으로 말하면, 指針規定, 즉 

Programm규정에 해당한다.

공동체의 운 과 구성원의 삶의 방식에서는 費用(cost)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

다. 이때의 비용은 재정, 조세부담, 시간, 휴식, 평온, 인간관계, 공동체의 안전 등

의 財政的 費用과 非財政的 費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은 행복추구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정신적인 삶이건 

물질적인 삶이건 또는 공동체의 유지․발전의 문제이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면 인간은 그 길을 택해야 한다.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을 때도 자

연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행복추구에 드는 비용은 다과에 대한 고려함이 없이 

당연히 지불될 수밖에 없으나,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삶에서는 비용(cost)-효과

(benefit)를 고려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의 보장은 성질상 생래적이고 절
대적인 권리인 경우이외에는 공동체내의 資源 配分(distribution of resources)의 성격

도 가지고 있고, 개개인이 보유하고 누리는 권리를 유지하는 비용은 각자 그에 

정확히 상응되게 평가된 料金(fee)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금뿐만 아니

라 타인의 세금도 포함된 국민의 조세로 충당되므로 순전히 개인적이라고 하기 

보다 공공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권리로서의 보장에서도 

‘權利의 費用性’(costliness of rights)은 계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것이 
도덕론의 관점에서는 품위있는 태도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실제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권리 또는 기본권의 포섭을 논의할 때, 개인에게 권리

로 보장하는 방식과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삶의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충실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기본권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기본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비용-효과에서 

가장 적정한(optimal)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113) 이런 점에서 볼 때에도 效率性

113)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Stephen Holmes/Cass R. Sunstein, The Cost of Rights: 
Why Liberty Depends on Taxes(New York/London: W. W. Norton & Company, 1999), 
13쪽 이하, 113쪽 이하, 189쪽 이하 참조. 모든 것을 권리로 환원하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성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돈으로 계산되어 지불되어야 

한다. 개인이 각자 차지할 역을 많이 만들어 많은 울타리를 치고, 이런 울타리를 보
호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해서 더 많이 주장하면 할수록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많이 지불하게 된다. 국가란 결국 재정이고, 재정은 곧 조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
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불투명한 많은 경우에 개개인이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면 자원

봉사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그에 대응하는 엄청난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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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原理를 憲法原理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물론 권리의 

보장을 비용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과격한 비용론적 접근이 권리 또는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합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재래적인 권리담론이 지극히 個人主義的 權利
(individualism of rights) 談論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

유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지만, 권리로의 질주는 
자유민주주의도 파괴하고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질서도 파괴하며 공동체와 결국

에는 그 구성원인 개인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미합중국식 권리담론이 

지극히 개인주의에 기반을 가진 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예컨대 급진

적 자유주의, 급진적 여성주의) 이러한 개인주의적 권리담론이 다른 한편으로 인간

을 더 피곤하고 불행하게 만들었으며 공동체적 삶을 파괴해왔다고 비판한다.114)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합중국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전개된 이런 개인주의적 권
리(또는 인권)론은 국제사회에 향을 미쳐 이른바 ‘人權의 國際化’(international-

ization of human rights), ‘國際 人權’ 또는 ‘국제 인권 운동’(international human rights 

movement)이라는 이름으로도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은 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지난 세월 가운데 내 것이냐 네 것이냐를 따지
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정신으로 유지된 적지 않은 삶의 방식들이 미시

적으로 볼 때, 권리 또는 인권과 배치된다거나 전근대적인 것이라고 하여 부정하고 파
괴한 것이 얼마나 되며, 그에 대체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구 담론의 압도적인 힘과 
서구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적 삶에 대해 ‘서양 열등감’과 ‘이념적 열등감’ 또는 ‘지적 패
배감’을 가지고, 서양에서보다 더 강경하게 급진적으로 주장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
의 방식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 공동체가 유지해온 가치들을 얼마
나 진지하게 고찰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이 펼쳐온 담론 역이나 국가 정책

역이나 한국에서의 학문 또는 이론 역 등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14) 미합중국에서 전개되어 온 종래의 개인주의적 권리담론에 대한 비판과 반성적 성찰
로는 예컨대, Mark Tushnet, “An essay on rights,” Texas Law Review, Vol. 62, No. 
8(1984), 1363쪽 이하; Ian Shapiro, The Evolution of Rights in Liber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273쪽 이하; Morton J. Horwitz, 
“Rights” Harvard Civil Rights Civil Liberties Law Review, Vol. 23(1988), 393쪽 이하; 
Jennifer Nedelsky, “Reconceiving autonomy: sources, thoughts and possibilities,” Yale 
Journal Law and Feminism , Vol. 1(1989), 31쪽 이하; Martha M inow, “Interpreting 
rights: an essay for Robert Cover,” Yale Law Journal, Vol. 96(1987), 1860쪽 이하; 
M . A. Glendon(註 98); Richard H. Fallon, Jr., “Two senses of autonomy,” Stanford 
Law Review, Vol. 46(April 1994), 875쪽 이하; J. Raz(註 112), 29쪽 이하; J. Raz, 
“Rights and politics,” Indiana Law Journal, Vol. 71, No. 1(Winter 1995), 3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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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이런 개인주의적 흐름과 비교하여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고 공동체의 성격

이 다른 경우에는 마찰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115) 아무튼 개인주의적 권리담론에 

대한 이런 비판은 현재까지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保守主義뿐만 아니
라 自由主義 또는 進步主義의 시각에서도 강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고, 현재도 미

합중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공동체의 운 과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고, 이런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문제를 전적으로 經濟主義的인 觀點에 맡길 수는 
없다. 그리고 생명, 신체, 내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 등은 절대불가침이며, 이는 

다수결원리에 맡겨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사회전체의 이익에 앞서는 것이고, 

反多數決主義的인(anti-majoritarian)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規則(rule)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생래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기본권에는 비용과 효율 등을 고려하는 

경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 규칙으로 작동하지 않는 많은 기본권은 다른 가치들
과 이익형량을 통하여 보장되고 原理(principle)로 작동한다.116) 기본권의 기능과 

115) 오늘날 국제인권에 관한 인식이나 제도화는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비판론은 대체로 공동체주의,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 문화상대주의에서 제기된다. 공동체주의에서 비판론은 대표적으로 
M ichael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Amitai Etzioni, The Spirit of Community: Rights, Responsibilities, and 
the Communitarian Agenda(New York : Simon & Schuster, 1993). 비판법학에서의 비
판론은 대표적으로 M . Tushnet(註 114); Patricia Williams, “Alchemical Notes: 
Reconstructed Ideals from Deconstructed Rights,” Harvard Civil Rights Civil Liberties 
Law Review, Vol. 22(1987), 401쪽 이하; A. MacIntyre(註 58). 문화상대주의에서의 비
판론은 J. Donnelly나 A. Sen 등 위 註 86)과 87)의 문헌에서 본 바와 같다.

116) 기본권의 작동을 원리로 이해하는 것은 權利絶對主義的인 시각에 많은 교정을 가져
다 줄 수 있다. 기본권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개인주의적 권리담론
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
떤 기본권이 원리로서 작동하는지 세심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권을 일방
적으로 원리로 규정하면, 본질상 反多數主義的인 것이어서 이익형량의 역밖에 있는 
토까지 내줄 위험이 있다. 인간이 이미 쟁취한 기본권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내
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논의하고 확정하는 작업이 더 소중하다. 
기본권을 원리로 줄곧 고 나가면 기본권의 해체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미 헌법학
에서는 기본권의 제한론이 정 하게 구축되어 있고, 여기서는 일방적인 권리절대주의
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권의 종류 가운데 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느냐 아
니면 원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권의 제한론에 흡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기본권의 원리로서의 성질과 작용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R. Alexy
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후 현재까지 논쟁 가운데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R. 
Alexy(註 91), 71쪽 이하; Michaela Peters, “Grundrechte als Regeln und 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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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에서 나타나는 이런 성질 때문에 공동체내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들 가운데 

실정법이 무엇을 권리(또는 기본권)로 보장하여야 하는가 하는 논의에 道德哲學이
나 法哲學的 논의 이외에도 (法)政策學, (法)經濟學, (法)社會學 논의들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 부분에서 權利理論의 科學性이 주장될 수 있
다.117) 물론 이런 논의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를 기본권의 포섭의 문제로 

처리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주의적 권리담론에 대한 비판은 상
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의 생성이나 포섭의 문제와 권리의 제한의 문

제에 대해서는 정 한 이해가 부족하다.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학에서의 논

의는 이미 개인주의적 권리담론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효

과적인 담론을 이미 상당부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인간은 이러한 논의를 하면서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남은 문제

들을 하나씩 정리해가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 가장 설득력있는 이론인가 하는 것에 따라 그 이론은 이론으로서 적합성

을 가지고 유지된다. 물론 그 이론도 反證되어 다른 이론으로 대체될 때까지 효
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엇을 권리 또는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열려져 있는 문제이다. 정처없이 방황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곳 말미에서도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기본권 개념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기본권에의 包攝의 문제이
다. 기본권에의 포섭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실할 수 있으려면 그에 선행하여 

기본권의 개념이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 기본권 개념의 문제는 기본권을 정의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기본권의 개념에서는 그 개념을 구성하는 構成要素를 찾
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가 가지는 성질을 밝히는 작업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 

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Prinzipien,” ZÖR, 51(1996), 鄭宗燮/朴眞完(譯), “규칙(Regel)과 원리(Prinzip)로서의 기
본권”,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4호(2002. 12), 319쪽 이하 참조. 그의 논의는 기본
적으로 미권에서의 법과 권리를 둘러싼 규칙과 원리의 구분 논의와 맥이 닿아있는

데, 그의 책은 미권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다. R. Alexy, A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s, Julian Rivers(tran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17) 권리론 또는 기본권론에서도 헌법학의 종합학문이고 통합과학으로서의 특성은 여전
히 유지된다. 이에 대해서는 鄭宗燮, 憲法硏究 Ⅰ(註 26), 15쪽 이하를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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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論

기본권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그 동안의 논의상의 다양함과 혼선으로 인하

여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인 성질을 가지는 문제이고, 기본권에 관한 

논의의 첫 출발점이므로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基本權이라는 개념은 憲法的 權利인 동시에 憲法的 規範(秩序)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권이 권리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할 때는 권리의 형식적 요소인 
個體歸屬性, 請求性, 處分性, 免責性을 가진다는 말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결한 

것은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기본권도 권리인 이상 이러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

다.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으면서도, 법률

에서 다시 확인되어 규정되기도 하는데, 그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는 

형식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는 것

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권이다. 다만, 법률에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제도를 두면서 그에 필요한 장치를 권리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는 입법자가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며, 이는 기본권

과 구별되는 권리이다. 물론 입법자가 이런 법률상의 권리를 정하는 경우에도 평

등원칙, 적극적 입법행위의 과잉금지(Übermaßverbot)원칙, 소극적 입법행위의 과소
금지(Untermaßverbot)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의 제한에는 기속된다. 이렇게 볼 때, 

권리를 공권과 사권으로 분류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작용하는 국면

에서의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리는 성질상 主觀的 公權 또는 個人的 公權에 해당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對國家的으로 주관적 공권이라는 점에
서는 행정법상의 주관적 공권과 같이 주관적 공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단지 효

력에서 헌법상의 권리냐 법률상의 권리냐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 기본권과 주
관적 공권과의 관계에서 새로 제시한 ≪새로운 理解 構造≫는 이러한 이해구도
를 보여주고 있다.

基本權과 人權의 관계에서는 인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분분하지만 
人權을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生來的인 權利라고 이해하든 그
렇지 않든 개념에서는 기본권은 인권과 구별된다. 기본권 중에는 이러한 의미의 

인권이 실정헌법상의 권리로 자리를 잡은 것도 있지만, 政治的 基本權, 社會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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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的 基本權, 請求權적 基本權 등과 같이 생래적인 권리로 보기는 어려운 것도 
있으므로 기본권과 인권을 개념상 같은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인권을 거론하

는 사람 가운데는 비생래적인 권리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헌법이 보

장하는 권리만 기본권이지 그 밖의 인권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본권이 아니다. 이 

에서는 기본권과 인권은 개념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규명하 다. 

따라서 용어상 基本的 人權, 基本權, 人權의 사용에 있어서는 ｢基本的 人權=基本
權≠人權｣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基本權과 自然權의 관계에서는 자연권이라는 개념 역시 대단히 광범하고 다양
한 의미로 이해되어 어느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自然權 역시 인간이 生來
的으로 타고난 권리라고 개념을 정의한다면 기본권과 자연권은 구별된다. 기본권

은 개념상 실정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그 중에는 淵源上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자연권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

는 없다(이를 자연권이라고 해도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

러한 기본권을 실정권이라고 하는 견해도 實定憲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지 이러한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래적인 성

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권에 대해 이것이 自然權이냐 實定
權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기본권의 성질론상 적합성을 가지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서 학설상의 대립이 있을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기본권의 목록에는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실정헌법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자연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기

본권에는 자연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연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권리도 있으므로 기본권과 자연권은 서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

달한다.

基本權과 制度保障의 관계에서는 制度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양자를 機能上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겠지만, 통상

의 개념으로 보건대 권리와 제도는 구별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제도보장에 관

한 그 동안의 논의를 보건대,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에서도 기본권이 도출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기본권에서도 제도가 도출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종래 기본권과 제도보장을 엄격히 구별한 ≪峻別論≫은 
기본권이론으로서 설득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118) 중요한 것은 헌법

118)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鄭宗燮(註 30), 120쪽 이하; 이종수(註 105), 181쪽 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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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서 어떠한 기본권을 도출하고 어떠한 제도를 도출하는가 하는 것에 있

다고 할 것이다. 이 에서 기본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밝힌 것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基本權은 實定憲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憲法上의 權利로서 기본권은 法律上
의 權利와 구별되고, 따라서 법규범구조상 그에 따른 효력에서 차이가 난다.

2. 基本權은 主觀的 權利(=個人的 權利)이다. 기본권이 가지는 이러한 권리로서

의 특징에는 個體歸屬性, 請求性, 處分性, 免責性이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3. 基本權은 실정헌법에 의해 실정화되었기 때문에 客觀的 規範이다.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따라서 객관적 규범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放射效를 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

4. 基本權과 人權은 개념상 구별되는 것으로서 동일하지 않다.
5. 基本權과 自然權은 개념상 구별되는 것으로서 동일하지 않다. 기본권 가운

데는 자연권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다.

6. 헌법에는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가치나 이익이 들어 있고, 기본권으로 보장되

지는 않지만 국가가 이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가치나 이익이 있다.

7. 기본권의 槪念의 문제는 기본권의 包攝의 문제와 구별해야 한다.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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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pt of Constitutional Rights

Jong-Sup Chong*

119)

This article aims at defining what is constitutional right. In the area of 

constitutional law, it has not been clear what the constitutional right means, 

whereas there are many topic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In defining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right, it is necessary to discriminate 

natural right and human right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here are many 

constitutional rights which are not natural as the right of voting and access to a 

court. The term ‘human right’ is used in many cases with conceptual ambiguity. 

The concept of human right is ambiguous, so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constitutional right should be understood clearly separate from human right.
I analysed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right. The constitutional right has its 

elements in three dimension: individual right, positive right and constitution- 

guaranteed right. The constitutional right has individuality, claim, liberty, power 

and immunity as a individual right. The claim is an essential element of right, 

so having a right means having a claim. The people who have a constitutional 

right, can have a claim to something and against someone.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right. The people who have a right, can 

assign or renounce the right, but the constitutional right can not be assigned or 

renounced with the exception of extraordinary cases. This right also has a 

immunity, so nobody can enforce an individual who has such a right to do 

something against the right in the area where the right is effective.

The constitutional right is a positive right that is guaranteed by the positive 
constitution. This positivity mak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be distinguished 

from natural right and human right. The constitutional rights get the character of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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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norm from the positivity. The constitutional right has an effect on all 

of the community: the government and the individuals. The effect on the 

government is direct whereas on the individual it is indirect.

The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s different 

from ‘rights under law’. There are many rights in law. In making a law, a 

legislator can declare and create rights. The declared rights are constitutional 
rights whereas the created rights are ‘rights under law’.

Defining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right is necessary to solve many 

problems related to constitutional right: who has constitutional right? How much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restricted? What kind of rights belong to 

constitutional right? Is the constitutional right created or declared? etc. In this 

article, I define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right correctly and make the logical 
relation between the problems of concept of constitutional right and another 

problems cl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