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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법철학 및 

법사상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채택

하고 있는 이른바 “정면으로 위배” 논변이 어떠한 사상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탐구하고 있다.

  이른바 “정면으로 위배” 논변은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구별이나 “가치와 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과 “일견 가치와 규범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부득이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의 차이를 긍정하는 윤리 

신학적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한 구별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심지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오늘날까지 치열한 윤리 신학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원리에 대한 크나우어의 비례주의적 재구성 시도로 

촉발되었던 이 논쟁은 단순히 윤리 신학의 영역 내에서만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인접 학문 분야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의 일차

적인 목표는 바로 이러한 논쟁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짧은 논변 하나가 결코 간단치 않은 인식적 주장을 함축하는 것임을 밝히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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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이 글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명시적인 규정1)에도 불구하고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법철학 및 법사상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재

판소원의 예외적인 승인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의 사법질서에 관한 논쟁들 중 가장 

첨예한 견해 대립을 낳고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우리 사법질서를 구성하는 두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상대적 위상 

정립에 관한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뿐 아니라, 이른바 ‘변형결정의 

합법성 여부’ 문제나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문제와 같은 실정법의 해석에 관한 

견해 대립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측면도 지니고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법철학 내지 법사상사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글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현저한 정치적 함의나 본격적인 헌법 이론적 대상으로서의 성격 탓에 

새삼 법철학적 음미나 법사상사적 탐색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떠올릴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추정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한 법철학 및 법사상사적 접근이 요구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으며, 그러한 지점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논리 자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필자가 구체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2)이 제시하고 있는 정당화의 논변

이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비록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우 각별한 정당화 논변의 구성이 필요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아무리 각별한 것이라 하더라도) 몇 마디 

정당화 논변의 제시만으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상반되는 법적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필자의 강조].
2) 대표적으로 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결정 및 2001. 2. 22. 99헌마461, 2000

헌마258(병합) 결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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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는 것이 당면한 문제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술일 것이다.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헌법재

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정당화 논변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이라도 그것이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directly against]”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3) 

따라서 이 명제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글의 주된 

관심사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정면으로 위배” 논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II.), 그러한 논변의 법철학적 및 법

사상사적 배경이 되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구별, 

또는 달리 표현하여 ‘가치와 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과 ‘일견 가치와 규범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부득이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의 구별[the direct/indirect 

distinction]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도대체 그러한 구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20세기의 윤리 신학적(moral theological) 논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III.).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논쟁은 단순히 윤리 신학의 영역 내

에서만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인접 학문 분야의 논의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4) 마지막으로 “정면으로 

위배” 논변을 재판소원의 예외적인 승인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와 문제 구

조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당해 논변에 의존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화 작업이 얼마나 충실한 것이었는지 평가

해 보고자 한다(IV.).

 

3) 필자의 이러한 기본 인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가령 필자가 

말하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정면으로 위배” 논변이라는 것이 (논변이라기보다는) 수

사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견해나, 혹은 기본적으로 그와 유사한 입장에서 헌법적 결단

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표현은 단지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의미할 뿐이라는 

견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들이 왜 부적절한 것인지를 보이는 

것도 당연히 본문의 서술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4) 법철학 분야에서는 특히 존 피니스(John Finnis)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Bernard Hoose, Proportionalism: The American Debate 

and its European Root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87), 제4장 및 

제5장 참조. 피니스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v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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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헌법재판소의 “정면으로 위배” 논변 

헌법재판소는 1997. 12. 27. 96헌마172․173(병합)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정위헌결정5)을 내렸던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조항을 단순 유효인 것으로 봄으로써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판단6)한 데 있었다. 대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이라는 결정 방식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위헌결정

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사실상 법률해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폄으로써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했던 것이다.7)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전부나 그 일부가 소멸되지 아니하거나 문언이 변경

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분립구

조의 기본원리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

되는 이치로서, 만일 법원의 이러한 권한이 훼손된다면 이는 … 헌법 제101조는 

물론이요,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위반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

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ㆍ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

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ㆍ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8)

5) 1995. 11. 30. 94헌바40, 95헌바13(병합) 결정.
6)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7)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최근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 대

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8)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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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당사자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들9)을 통해 

반론의 기회를 얻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잠재적인 기본권 침해

자라 할 수 있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일차적인 기본권 보호자라 할 수 있는 

사법부의 공권력 작용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차등 취급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절차로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

석한다면, 바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른바 재판소원의 예외적인 승인이라는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번에도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변형결정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도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그것과 날카로운 대립

각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가능성마저 인정하면서 갈등의 수위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예외성’의 정당화 논변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다른 

재판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

서는, 그리고 그러한 재판에 대해서만10), (물론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전제로) 

헌법소원심판을 인정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

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9) 사건의 당사자는 문제의 과세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96헌마173)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문제의 대법원 판결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96헌마172)을 각각 청구하였다.  
10) 1998. 4. 30. 92헌마239 결정 및 2001. 2. 22. 99헌마461, 2000헌마258(병합) 결정 참조.



6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4호 (2013. 12.)

위배된다. 결국, 그러한 판결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

재판소의 존재의의,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 헌법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11)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거론하고 있는 부분은 ‘예외성’의 정

당화 논변으로, 혹은 적어도 그 핵심적인 논변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이미 한정

위헌결정도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상

반된 견해가 노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저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이므로 기속

력이 있다.”는 종래의 자기주장을 되뇌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정당화 논변의 핵심은 바로 그러한 재판이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directly against]”되는 것이라는 데 있다. 앞에서 언급한 헌

법재판소의 원론적인 입장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헌법재판소는 부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

반적인 경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헌

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만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

외시킬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그러한 재판이 ‘일견 헌법적 가치에 반함을 알면서도 

부득이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

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헌법재판소는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12)

11)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병합) 결정[필자의 강조].
12) 흥미로운 사실은 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결정과 2001. 2. 22. 99헌마461, 

2000헌마258(병합) 결정의 다수의견만이 아니라 반대의견과 별개의견도 모두 “정면으

로 위배” 논변 자체는 공유하고 있으며, 단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재판

의 포섭 범위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견도 지

적하고 있듯이 이 사건 재판과 같이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을 한 것은 법원이 실

질적으로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한 것으

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107조, 제111조에 

정면으로 반되는 것이므로 … 도저히 허용될 수 없고”(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결정의 반대의견), “이와 같은 입론(立論)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권을 헌법

재판소에 부여한 취지에 정면으로 어 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법체계의 통

일성과 정합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외면하고 나아

가서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뒤흔들어 헌법의 최고이념인 민주주의의 근간

(根幹)을 파괴하는 결론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2001. 2. 22. 99헌마46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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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헌법적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표현은 하나

의 논변이라기보다는 그저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혹은 비슷하게 

그것이 단지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의미함에 불과하지는 않을까? 생각건대, 

첫 번째 반론과 같이 만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표현이 일정한 논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중요한 결정에서 핵심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논변이 과연 무엇인지를 대안

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극히 

중요한 사안을 두고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전체에서 딱히 대안적 논변이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두 번째 반론과 같이 만일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표현이 단지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의미함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항상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선결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헌법재판소가 결정문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제의 사안이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이는 것일 뿐, 그러한 경우 과연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3) 이상의 간략한 

논의에 의할 때 헌법적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표현이 일정한 논변을 구성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호 연관된) 두 반론은, 굳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알 수 없는(unintelligible) 것으로 보게 만들거나,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애써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이나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해석학적 입장을 언급해야 할 필요도 없이 모두 배척될 수 있을 것이다.

헌마258(병합) 결정의 별개의견)[필자의 강조].
13)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두 번째 반론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을 때 그렇

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반론을 지지하는 견해는 은연중에 ‘라드브루흐 공식’과 같은 것을 

헌법재판소의 논증에 투사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헌법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도 효력을 잃는다는 생각을 논증 불요의 

공식으로 자의적으로 동원하는 셈이다.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오히려 ‘라드

브루흐 공식’의 논증 구조가 진지한 검토와 비판적 숙고의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그 

구조를 해명하는 데 이중 효과 원리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주제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이론적 무게를 

고려할 때도 이는 조만간 별도의 논문을 통해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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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의 해석에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

확히 그 반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면으로 위배” 논변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양상을 

이렇게 두 종류로 (다시 말해서 ‘일견 헌법적 가치에 반함을 알면서도 부득이 그

러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과 그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

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 혹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그리고 그 

경우만이,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쉽지만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다소 장황한 부연 설명에도 불

구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III. 규범의 직접적/간접적 위반 구별 논쟁

헌법재판소가 구사하고 있는 “정면으로 위배” 논변에 대한 보다 사려 깊은 설명은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윤리 신학자들의 저술 속에서 발견된다. 이는 우리 헌법

재판소가 윤리 신학자들의 저술을 참조하여 그로부터 “정면으로 위배” 논변을 빌려 

왔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논변으로서 “정면으로 위배” 논변의 구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사유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 속에서 정립

되어 특히 윤리 신학의 영역에서는 거의 진부하기까지 한 것(platitude)14)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게 할 뿐이다. 피터 윈치(Peter Winch)의 표현을 빌면, 사회

생활의 다양한 양상들은 상호 간에 내면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중 하나가 나머

지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15)

티모시 오코넬(Timothy O’Connell)의 표현에 따르면 윤리 신학(moral theology)이란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이라고 한다.16) 

14) David Lewis, Convention: A Philosophical Stud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7/1969), 

p.1 및 p.203 참조.
15) Peter Winch, The Idea of a Social Science and Its Relation to Philosophy (박동천 편

역, 사회과학의 빈곤, 모티브북, 2011/1958), 43-44면 참조.
16) Timothy E. O’Connell, Principles for a Catholic Morality (New York: Seabury Press, 

1978), p.40. Christopher Kaczor, Proportionalism and the Natural Law Tradition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2), p.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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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윤리 신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단지 특정한 믿음의 체계 속에

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특히 인간 행위에 대한 지도․

평가 원리의 탐구라는 윤리 신학의 주제는 그 자체 법학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

어서, 그에 관한 논의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7)

1. 배경: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장 피에르 귀리까지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구별 가능성 및 구별 필요성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20세기의 윤리 신학적 논쟁은 이른바 이중 효과 원리

(principle of double effect)의 재해석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이중 효과 원리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원래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Summa Theologiae> 

제2부 제2편(Secunda Secundae)에서 ‘자기방어적 살인’의 문제, 즉 자신을 죽이려

고 하는 공격자에 맞서다 오히려 공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방어자의 행위를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매우 특수한 실천적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하

나의 논증(reasoning)18)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19세기 중반 장 피에르 귀리(Jean P. 

Gury)의 <윤리 신학 강요 Compendium Theologiae Moralis> 이후 윤리 신학자들에 

의해 모든 윤리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19) 이

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거의 모든 인간 행위가 자기방어적 살인의 문제에 

등장하는 방어자의 행위처럼 선한 효과 내지 측면(즉, 방어자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과 해악적 효과 내지 측면(즉, 공격자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것)을 동시에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토마스 아퀴나

스의 논증의 출발점을 이루는 상황 인식, 즉 “어떤 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해악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20)이라는 

17) 윤리 신학에 관한 국내 법학자들의 연구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는 최병조, “17

세기 카톨릭倫理神學의 契約槪念 및 契約分類에 관한 小攷”, 서울 학교 법학, 제34권 

제2호, 1993, 222면 이하 참조. 이 글에서는 윤리 신학을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와 행

위의 규범을 교회가 선포하는 그리스도교적 계시와 초자연적 목표설정에 근거하여 체

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학문”(226면)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서도 나타나 있

듯이, 윤리 신학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윤리학과 법학을 포함한) 모든 실천적 학문이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와 규범의 문제라 할 수 있다.
18) S.T., II-II, q.64, a.7.
19) 자세한 내용은 박준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 법사학연구, 제45호, 2012, 

102면 이하 참조.
20) 박준석, 위의 글, 102-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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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인간이 처하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전형적인 상

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전제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인지 그렇지 못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릇 인간 행위 일반에 대한 적

절한 판단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19세기 이후 윤리 신학자들 사이에 널

리 확산되었던 것이다.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이중 효과 원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식화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경우 행위자는 선한 효과와 해악적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자신이 예견한(foresees) 바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 

행위 그 자체는 그 대상의 면에서 보아 선한 것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해악적 효과가 아니라 선한 효과가 의도되었어야(be intended) 한다. 3) 선한 

효과는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하여(by means) 산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해악

적 효과를 허용해야 할 비례적으로 중한 이유(a proportionately grave reason)가 있

어야 한다.21)

21) Joseph T. Mangan,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Theological Studies 10 (1949), p.43. 이와는 약간 상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정식화

의 예들로는 Alison McIntyre, “Doctrine of Double Effec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09 Edition), E.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 

fall2009/entries/double-effect/>, sec.1; Bernard Hoose, op. cit., p.101 참조. 망간(Joseph 

T. Mangan)이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정식화 표현에 대한 번역에 관해서는 

약간의 언급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전의 한 논문(박준석, 앞의 글, 103면)에서 정식화

의 첫 번째 조건을 “행위 그 자체는 그 (객관적) 목적의 면에서 보아 선한 것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번역한 바 있다. 그 글에서 (행위의) “(객관적) 

목적”이라고 새겼던 것을 현재의 글에서는 (행위의) “대상”이라고 직역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개념을 현대적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

하게 되는 고민과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objectum 개념은 그 난해함으로 악명이 높다. 커크조어(Christopher Kaczor)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개념보다 더 해석자들에게 어려움을 선사하는 

것도, 독자들에게 의문을 안기는 것도 없다고 한다. 또한 피니스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심리과정론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이 역시나 매우 난해한 것으로 유명한 ‘목적’이나 

‘수단’ 개념만큼이나 막연한 구석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Christopher 

Kaczor, op. cit., p.91 및 John Finnis, Intention & Identity Collected Essays: Volume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61 참조. 어쨌든 objectum 개념을 (행위의) 

“대상”으로 직역하게 되면, 그것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는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되지만, 어설픈 의역보다는 난해한 채로 남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 번역을 수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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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식화된 이중 효과 원리에 따르면 예컨대 치료적 낙태(therapeutic 

abortion)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나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자궁암에 걸린 

임산부의 사례22)를 놓고 생각해 보면, 암이 퍼져 수술을 받지 않으면 태아와 산모 

모두가 죽게 되는 반면,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는다면 비록 죄 없는 태아가 

죽게 되겠지만 산모는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중 효과 원리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수술이 죄 없는 태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효과를 산출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고 말해준다. 1)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적 개입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일 

뿐 아니라, 2) 산모의 목숨을 구하려는 의도로 수술한 것이지, 태아를 죽일 의도로 

수술한 것이 아니며, 3)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태아의 죽음을 수단으로 삼았

다고 볼 수 없고, 4)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태아는 죽었을 것이지만, 수술을 함

으로써 산모의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수술에 수반되는 태아의 죽음이

라는 해악적 효과를 허용해야 할 비례적으로 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통적인 이중 효과 원리의 정식화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아의 

죽음이라는 해악적 효과는 단지 ‘간접적으로(indirectly)’ 발생했을 뿐이며, 따라서 

비록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즉 단지 그것이 간접적으로 발생했을 뿐인 상황에서는) 정당하다고 보게 된다. 장 

피에르 귀리는 만일 원인 행위가 ‘직접적으로(directly)’ 해악적 효과를 야기하고, 

선한 효과는 오직 그러한 해악적 효과를 수단으로 하여 발생토록 한다면, 해악적 

효과가(혹은 최소한 해악적 효과도) 의도된 것이라 설명함으로써23) 이중 효과 원리가 

동시에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구별 원리임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점은 20세기의 윤리 신학적 논쟁이 이중 효과 

원리의 재해석 과정에서 촉발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이중 효과 원리가 대변하고 

있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 규범(예컨대, “목적이 항상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24))을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한 논쟁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 효과 원리가 특히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세련된’ 구별 원리로 애용되고 있었던 1960∼1970년대의 역사적 

22) Bernard Hoose, op. cit., p.6 참조.
23) Joseph T. Mangan, op. cit., pp.61-62.
24) 선한 목적을 내세워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고자 하는 견해에 대해 칸

트는 “불의(不義)의 장막(혹은 부정의의 가면)”이라 적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언급 

부분에 대한 번역은 임마누엘 칸트, 이충진 역, 법이론, 이학사, 2013, 103면 및 백종

현 역,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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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과연 그러한 구별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심지어 가능한 것

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었다.25)

2. 논쟁: 비례주의적 전회 이후

이중 효과 원리에 대한 20세기의 재해석 논쟁은 페터 크나우어(Peter Knauer)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이중 효과 원리의 정식화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를 제거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진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이중 

효과 원리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전통적인 정식화를 형성

하고 있는 네 개의 조건들 중에서 마지막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독자적

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26), 해악적 효과와 선한 효과를 아울러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치 전자가 후자에 인과적으로 선행하는지 여

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27) 결국 그는 전통적인 정식화에서 마지

막 조건에 해당하는 “해악적 효과를 허용해야 할 비례적으로 중한 이유”의 요구를 

새로운 정식화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크나우어가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

접적 위반’의 구별이라는 기존의 설명 틀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새로운 정식화의 제안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윤리적․규범

적 평가와 심리적․물리적 사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해악적 효과가 ‘의도된’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행위자가 실제로 그러한 

효과의 발생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태도(psychological attitude)를 지니고 있었는가에 

좌우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어떤 해악적 효과가 ‘간접적인’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평가도 행위자가 실제로 그러한 효과의 발생에 대해 어떠한 물리적 관계(physical 

25)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논쟁의 역사에서 ‘초기 문제 제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례주의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이중 효과 원리를 내세워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

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구별이라는 의심스러운 결론을 너무도 손쉽게 지지하려던 

당시의 경향에 대한 반론으로 자리매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6) 크나우어는 자신의 기념비적인 초기 논문에서는 이 점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형태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1980년에 발표된 후속 논문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Peter Knauer, “Fundamentalethik: Teleologische als deontologische Normenbegründung”, 

Theologie und Philosophie 55 (1980), p.330. Christopher Kaczor, “Double-Effect Reasoning 

from Jean Pierre Gury to Peter Knauer”, Theological Studies 59 (1998), p.303에서 재인용.
27) Peter Knauer, “The Hermeneutic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Natural 

Law Forum 12 (1967), pp.136-137.



“정면으로 위배”논변의 윤리 신학적 기원 / 朴峻奭   13

relation)를 형성하고 있었는가에 좌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행위자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운 효과가 ‘직접적인’ 것이고 먼 효과가 ‘간접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윤리적 관점에서는 그가 말하는 “비례적 근거(commensurate 

reason 또는 proportionate reason)”의 유무에 따라 어떤 해악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간접적으로 수반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뿐이다.28)

크나우어의 시도는 실질적으로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

반’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29) 그가 제시한 새로운 정식화가 

설득력을 얻을수록, 해악적 효과가 직접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저 비

례적 근거의 유무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나우어가 제시한 ‘비례주의적 전회’가 “전래의 사상을 명료하게 한다는 

미명하에 원리 그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꿔 놓으려는”30) 시도라고 생각했던 일군의 

학자들은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구별에는 비례적 

근거의 유무에 대한 판단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이론적 역할 몫이 있다고 반박

하기에 이르렀다. 저메인 그리세츠(Germain Grisez), 존 피니스(John Finnis), 폴 램지

(Paul Ramsey)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이른바 기본적인 인간적 선들(basic human goods) 사이의 통약불가능성

(incommensurability)이다.31) 크나우어의 정식화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그것의 총

체적인 존재의 지평 안에서(in its total existential entirety) 비례적 근거에 의해 정당

화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의 해악적 효과는 곧 객관적으로 의도된 것”32)으로 보게 

28) 초기 저술에서 크나우어는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유발하는 해악적 효과가 그 자체

로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반된 것으로서 비례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 

경우에만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전통적인 정식화의 조건들을 

솜씨 좋게 압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지만, 

이후의 저술에서 “간접적으로 수반된” 것은 단지 “그 자체로서 의도된” 것의 반면에 

불과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의도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비례적으로 중한 이유” 

내지 “비례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때라는 점을 명기함으로써, 자신이 제안

하는 새로운 정식화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비례적 근거”의 유무에 있음을 명확히 하

였다. Ibid., p.136 및 Peter Knauer, op. cit., p.330 참조.
29) Bernard Hoose, op. cit., p.139.
30) Christopher Kaczor, op. cit. (supra note 16), p.6.
31) Bernard Hoose, op. cit., pp.113-117 참조.
32) 박준석, 앞의 글, 116면. 크나우어가 굳이 이와 같은 논리 구성을 취하고 있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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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여기서 “총체적인 존재의 지평”을 설정한다는 것은 곧 다양한 가치와 선

들을 단일한 준거에 따라 비교․형량할 수 있다는 것 즉 통약가능성(commensurability)

을 함축하고 있다고 이해되면서33) 위의 학자들과의 사상적 대립은 일견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다.

크나우어가 주목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들에서 발견되는 (총체적 수준에서의) 

“자기모순(self-contradictions)”34)과 “주관적 자의성(subjective arbitrariness)”35)이다. 

앞에서 살펴본 자궁암에 걸린 임산부의 사례에서36) 자궁을 적출함으로써 산모를 

살리는 와중에 발생하는 태아의 죽음이라는 해악적 효과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이중 효과 원리의 정식화에 따른 결론이지만, 만일 자궁에서 태아를 제

거함으로써 새로운 암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태

아만을 적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다. 산모가 나중에라도 다시 아이

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면 자궁을 적출하지 않으면서 산모를 살릴 수 있는 조치

의 선택은 거의 필수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조치가 태아의 죽음이라는 

해악적 효과를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며, 산모의 목숨을 구하고 출산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태아의 죽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는 반론에 취약하다는 

점이다.37) 크나우어의 새로운 정식화는 이러한 반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에서 자궁을 적출함으로써 태아의 죽음을 수반하는 

것이 태아만을 적출하는 것보다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는 일견 생명의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산모에게서 출산 능력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가치 보호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자기모순적이라는 

것이다.38)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모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태아의 죽음이라는 

해악적 효과가 ‘의도된’ 것인지 또는 ‘직접적인’ 것인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윤리적․

규범적 평가와 심리적․물리적 사실을 혼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는 의도치 않은 바가 아니라 의도된 바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결정되는

데, 그 이유는 … 전자가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준

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S.T., II-II, q.64, a.7 참조.
33) 사실 이는 크나우어의 견해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4) Peter Knauer, op. cit. (supra note 27), p.149.
35) Ibid., p.150.
36) Supra note 22 참조.
37) Bernard Hoose, op. cit., pp.5-6 참조.
38) Peter Knauer, op. cit. (supra note 27), pp.143-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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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 역시 자궁암에 걸린 임산부의 사례에서 제기

될 수 있는 비상식적 반론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크나우어의 논리와는 다른 방식

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그리세츠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격을 구성

하는 모든 선들(goods)에 대한 개방성(openness)의 이상에 기초하여, 저마다 나름의 

개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인간적 선들 사이의 통약불가능성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기본적인 인간적 선들 하나하나가 

인간 행동의 목적이 되며, 그것들 중 어느 것을 다른 것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39) 인간의 삶 속에서 이들 기본

적인 선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부득이 어느 한 가지 선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을 해

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가 근본적으로 통약불가능한 선들 사이에 자의적인 서열을 도입함으로써 특정한 

선을 다른 선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자의적인 서열화 없이) 

어디까지나 부득이 특정한 선의 확보와 그에 수반한 다른 선의 희생이라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 사이의 구별[the direct/indirect distinction]이라고 한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기본적인 인간적 선들의 통약불가능한 본질 및 그것이 터 잡고 있는 개방성

의 이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정당화의 여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세츠는 이러한 구별이 결코 비례적 근거의 유무에 대한 판단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요컨대 그의 시각에서 보면, 자궁암에 걸린 임산부의 사례

에서 태아를 적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자의적인 서열화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에 수반하여 부득이하게 산출된 결과(unavoidable 

side effect, incidental to the lifesaving operation)”40)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41)

미국의 대표적인 비례주의 이론가라 할 수 있는 리처드 맥코믹(Richard A. McCormick)

은 이러한 비판 진영의 논리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대체 그리세츠, 

39) Bernard Hoose, op. cit., pp.114-115 참조. 피니스, 램지 등의 설명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법철학적 관점에서는 그리세츠의 자연법 사상이 어떻게 피니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40) G. Grisez and R. Shaw, Beyond the New Morality (Notre Dame and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4), p.153. Ibid., p.115에서 재인용.
41) 실제로 그리세츠가 들고 있는 예는 자궁의 적출을 통한 태아의 죽음과 산모의 생명 

보호가 충돌하는 단순한 버전의 자궁암 사례였지만, 태아의 적출과 산모의 생명 및 

출산 능력 보호가 충돌하는 변형된 사례에서도 결국 자의적인 서열화 및 수단화를 개

입시키지 않는 불가피한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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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니스, 램지 등이 “정면으로(directly)”라는 단어를 추가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42) 맥코믹은 자궁암에 걸린 임산부의 사례에서 태아를 적출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 파

괴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라고43), 다시 말해서 “비례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

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그러한 정당화가 인정될 경우 기본적인 선에 위배됨

(turning against a basic good)이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

한다.44) 나아가 그는 기본적 선에 그저 “우회적으로(indirectly)” 위배된다는 관념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리세츠 등이 단순히 “기본적 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에 “기본적 선에 정면으로(directly)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어떤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비판하

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면으로(directly)”라는 단어가 덧붙여짐으로써, 기존의 문

장에는 없었던 모종의 의미가 새로운 문장에 추가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다.45) 이는 결국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구별이 유

지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IV. “정면으로 위배” 논변의 평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

반’의 구별을 둘러싼 윤리 신학적 논쟁을 이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

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

러한 윤리 신학적 논쟁을 참조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 아니다. 과문한 필자

로서는 그러한 (가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도 하다. 그러한 논쟁을 검토했던 까닭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사용

42) Bernard Hoose, op. cit., pp.118-120 참조.
43) 의료적 개입이 없다면 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하게 되고, 태아와 연결되어 있는 자

궁을 통째로 적출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게 되면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출산 능력을 잃는 

대신 산모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데 비해, 태아만을 적출하여 치료를 마칠 수 

있다면 태아의 생명을 잃는 대신 산모의 생명과 함께 그의 출산 능력(혹은 미래의 태

아의 생명!)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덜 파괴적인 대

안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44) Ibid., p.118 참조.
45) Ibid., p.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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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정면으로 위배”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

나의 논변 그것도 핵심적인 논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적 표현이 

일정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변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

는 논리적 구조 속에서 보편적인 언어적 경험을 산출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여기서는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위배” 논변을 제시하는 과정에

서 윤리 신학적 논쟁을 참조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과 논리적 

구조를 같이 하는 논변이 그 어떤 분야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 한, 다른 

분야에서 제시되었던 사례 경험을 통해 그것의 논리적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뿐이다. 적어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개념 자체의 명확한 

뜻이나 왜 특정한 사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헌법재판소가 제공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상의 검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얼마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현재의 상황이 윤리 신학의 영역에서 비례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뜨겁게 

달아오른, 이른바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구별 논쟁

이 채 끝나지도 않았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제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전체 사법질서에 관한 

문제들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이토록 (그 논리적인 구조 자체가) 

‘논쟁적인’ 논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정면으로 위배” 

논변이 정의(正義)의 이념이나 법체계의 전일성(專一性, integrity)46)이라는 측면에

46) 드워킨의 “integrity” 개념에 대해서는 기왕에 여러 번역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통합성”

(장영민), “통일성”(김도균), “정합성”(최봉철)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며, 김도균은 그의 

논문에서 보다 많은 후보군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불쑥 새로운 번역어 

후보를 덧붙이는 것은 필자에게도 다소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종래의 번역어들이 

‘unification’, ‘unity’, ‘coherence’, ‘consistency’, ‘fidelity’, ‘sincerity’ 등의 개념과 적절히 

구별되는 대상을 지시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다. 필자가 제시하는 “전일성

(專一性)”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한결같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사무의 ‘일관

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자신이 하나의 윤리적 덕을 체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결’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조리(條理) 내지 원리가 구현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Ronald Dworkin, 장영민 역, 법의 제국, 아카넷, 2004; 김도

균,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법철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0, 96면 주 1; 김정오 외 4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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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다. 먼저 ‘정의’의 관점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면으로 위배” 논변의 적용에 있어서 이른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라.”는 정의

의 요구가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하나는 당해 논변을 통해 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자의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고 달리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해 논변을 동일한 문제 구조를 갖는 여타의 사안들에 똑같이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일성’의 관점에서는 “정면으로 

위배” 논변의 원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이중 효과 원리의 정식화, 혹은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구별 원리가 (단순히 형식적 일

관성이라는 기준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가치와 이념의 수준에서” 우리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원리의 하나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47) 

한편, ‘정의’와 ‘전일성’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드워킨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부분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부정

할 수는 없다.48) 예컨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 구조를 갖는 사안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마찬가지

로 “정면으로 위배” 논변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논변에 얼마나 헌신적인지(committed)를 확인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당해 논변이 전제하고 있는 정치도덕적 원리가 여타의 법적 

결정들과 원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계에 놓일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작업49)이 되

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이 글에서도 당장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헌법재

판소는 이른바 ‘간접적 안락사’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직접적 안락사’의 정당성은 

부정할 것인가? 정확히 말해서, 의사의 시술이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선한 효과와 

더불어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해악적 효과도 가져올 때, 해악적 효과가 “의도되

었던(intended)” 경우50)와 그것이 “단지 예견되었을 뿐 의도되지는 않았던(merely 

철학: 이론과 쟁 , 박영사, 2012, 56면 참조.
47) 이 같은 방식의 검토 작업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로는 김도균, 위의 글, 95면 이하 

참조.
48) Ronald Dworkin, 앞의 책, 269면; 김도균, 위의 글, 100면 이하 참조.
49) 이는 “전일성”의 충분조건에 대한 확인 작업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에 대한 확인 작업

이기는 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도균, 위의 글, 10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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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een but unintended)” 경우51)를 엄격히 구별하여 서로 달리 취급할 수 있을 것

인가? 만일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정면으로 위배” 논변은 

최소한 정의의 이념이나 법체계의 전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던진 질문은 사실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Vacco v. Quill 사건52)에서 내렸던 

판단을 우리 헌법재판소도 하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다.53) 흥미로운 점은 만일 헌법

재판소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 (예전처럼) “정면으로 위배” 논변을 단순히 

구사하는 것에 그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정과 달리, 이번에는 동일한 

“정면으로 위배” 논변에 기초하여 말기 환자들이 주장하는 생의 마감에 관한 의사

결정의 권한을 사실상 부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데, “단지 예견되었을 뿐 

의도되지는 않은 생명 단축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아무리 충분한 정보와 숙고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어도) 의도된 생명 단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

바른 소리가 치료 가망이 없는 말기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과연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는 

왜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악적 효과가 ‘의도된’ 경우와 그것이 ‘단지 예견된’ 

경우가 그토록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보다 엄밀히 논증해야만 할 것이다.54)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과연 헌법재판소가 엄청난 정치적․논증적 부담

을 무릅쓰면서 그와 같은 (원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

50)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의도된(directly intended)” 경우와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부수적 

목적으로 추구되었던(intended as a means to a goal that is justified)” 경우가 모두 포

함된다. 박준석, “존엄사 판단의 기초로서 자연과 목적”, 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0, 196면 참조.
51) 박준석, 위의 글, 196면 참조.
52) 521 U.S. 793 (1997).
53) 이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연방헌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Edward C. Lyons, “In Incognito –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Florida Law Review 57 

(2005), p.469 이하 참조.
54) 분석철학적 관점에서 양자의 구별이 자의적이며, 실천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을 주장

하고 있는 글로는 Um Sung-Woo, “Intending as a Means and Foreseeing with Certainty”, 

철학사상, 제34권, 2009, 27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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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며

이 글은 헌법재판소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법철학 및 법사상사적 관점

에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정면

으로 위배” 논변이 어떠한 사상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탐구하려 했다.

이른바 “정면으로 위배” 논변은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

의 구별이나 ‘가치와 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과 ‘일견 가치와 규범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부득이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의 차이를 긍정하는 윤리 신학적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한 구별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심지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오늘날까지 치열한 윤리 신학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원리에 대한 크나우어의 비례주의적 재구성 시도로 촉발되

었던 이 논쟁은 단순히 윤리 신학의 영역 내에서만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인접 학문 분야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의 일차적인 

목표는 바로 이러한 논쟁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짧은 

논변 하나가 결코 간단치 않은 인식적 주장을 함축하는 것임을 밝히려는 데 있다.

나아가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논증 방식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의 권

위에 걸맞은 지적 책무를 강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실천적인 목표도 가지

는 것이었다. 가치와 규범에 대한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구별을 둘러싼 논

쟁이 그 출생지에 해당하는 윤리 신학의 영역에서조차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중 한 가지 입장에 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인) ‘구조적으로 논쟁

적인’ 논변을 내세워 우리나라의 사법질서에 관한 가장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려 

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일견 신중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기술적 목표와 실천적 목표에 도달하는 데 이 글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

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이 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권위 있는 법적 자료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보다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만에 하나 이 글을 계기로 실정법의 연구에 대한 법철학 내지 법사상사적 접근의 

폭이 조금이라도 넓어졌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필자에게는 과

분한 격려일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3. 11. 4     심사완료일 2013. 11. 25     게재확정일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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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t to Turn “Directly” against the Constitutional Value:

A Legal Argument from Moral Theology

Park, Joonseok*

55)

This paper aims to philosophically review the argument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CK, hereinafter) for the purpose of justifying 

accepting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filed against the court decisions in spite of 

the Article 68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ing that “any person who 

claims that his basic right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s been violated 

by an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except th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 The very argument that the CCK suggests is that the court is required not to turn 

“directly” against the constitutional value.

The argument is theoretically accompanied with the so-called direct/indirect distinction 

which claiming the difference between acting directly against the value and acting 

indirectly against the same value.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ers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which was developed by the moral theologians including St. Thomas 

Aquinas and Jean P. Gury, what intended is sharply divided from what merely 

foreseen but unintended.

However, the new version of the principle introduced by the proponents of the 

proportionalism makes the complex network of conditions reduced into the single 

requirement of an existence of the commensurate or proportionate reason. Accordingly, 

the direct/indirect distinction gone awa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fact that the argument of the CCK entails 

an epistemological claim of intending/foreseeing distinction, which is never indisputable.

Keywords: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court decisions, directly against, moral 

theology, principle of double effect, proportionalism, direct/indirect distinction

* Associate Professor in Law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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