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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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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권리 주체

법률관계(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의 주요 내용 = 권리 + 의무권리

•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意思)의 힘/지배 (의사설)

•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이익설)

 법적 권리는 법문에 의해 명문화되고, 제도에 의해 강제가능

 정치적, 상징적 힘을 가짐; 마술봉은 아니지만 사회가 피억압집단

을 대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유력한 검증된 수단!

권리의 의의

생명, 건강, 자유(신체/표현/…), 정치 참여, 재산, 가족관계, 인격 등권리의 대상

• 권리가 귀속하는 주체

•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성별·연령·계급에 관계없이 평

등한 권리 주체임

권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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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권리주체

세상 만물의

도덕적/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 

법과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 예: 다음명제는참인가? 

- “자연인은 법인격이다.”

- “여성은 법인격이다.”

- “노예는 법인격이다.”

- “태아는 법인격이다.”

- “미성년자는 법인격이다.”

- “정신장애자는 법인격이다.”

- “동물은 법인격이다.”

- “자연물(산, 강, 바위, …)은 법인격이다.”

- “국가는 법인격이다.”

- “회사(기업)은 법인격이다.”

- “선박은 법인격이다.”

- “인공지능로봇은 법인격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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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체) = 권리주체 (교과서적설명)

법인격(체) =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

≈ 자연인(natural person) + 법인(juristic person)
legal person

법인(法人) (=법률에 의해 법인격(권리능력)이 부여·인정된 사단(社

團) 또는 재단(財團))

- 예: 회사(corporation), 지방자치단체, 교회 등

- 등장 배경: 근대 이후 인간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집합적 협력 행위

를 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해

그러한 집단과 조직이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정

juristic/juridical 

person

• personhood: 인격성; legal personhood: 법인격성
personhood 

/legal personhood

(i) 철학에서의 ‘인격’과 법에서의 ‘법인격’ 간에

(ii) ‘법인’과 ‘법인격’ 간에
두 가지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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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성격: 법이바라보는세계관/세계모델을묻는것

•법의관점에서세상은무엇으로(어떤존재로) 이루어져있는가? 법의

관점에서어떤세계모델(어떤존재들의어떠한연관(권리/의무) 관계)으로

이루어져있는가? 법은어떤존재를다루는가? (존재론)

•그러한존재들각각은법적으로어떤지위를가지는가? (가치론/규범론)

•그러한존재들각각은법적으로권리나의무의주체인가? 

•이는마치물리학이세상은어떤존재/물질로이루어져있는가, 물리학은

어떤존재를다루는가를묻는것과병렬적인(parallel)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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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문에대한여러현대적대답들

세상 = 인간 (존귀함) + 비인간 (하찮음)인간중심주의

- 생명을 도덕적 지위의 기준으로 함

- 생명은 귀한 것; 무생물은 하찮은 것
생명중심주의

고통/감수성(sentience)을 도덕적 지위의 기준으로 함고등생명중심주의

인간, 비인간 등 세상 만물이 무차별적으로 동등

(만물은 서로 존재적으로 연관되고 상호 영향 하에 있음)

무차별적

만물 평등주의

(~전체론holism)



‘(어떤존재가) 법인격을가짐/권리주체가됨’의여러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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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숙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 그러한 이성에 따라 도덕적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짐
도덕적/형이상

학적의미

• 인간이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마치 다른 인간을 대하

는 것과 같은 경우사람-대상(예: 로봇) 관계는 사람-사람 관계

와 유사한 사회적 결합관계 및 결합적 가치를 가짐

• 상호작용 연구(예: HRI(Human Robot Interaction/Interface))에의해뒷받침

심리적의미

•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대상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인정

• 법인격을 위한 투쟁 = 인정 투쟁 (호모 사케르(Homo Sacer)가 아

니라 주권자로서 존중받는다는 것

정치적의미

• (인격/자율성 여부와 별개로) 당대의 법적,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

라 특정 대상/존재 범주에 부여할 수 있는 구성적 개념일 뿐
법률적의미

• 인간 생명의 신성성(sanctity) 옹호

• 오직인간만이그런가치를가지며, 그것은다른존재로확장될수없다
종교적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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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주체의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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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인간(자연인:노예/여성/태아…) 법인동물/동물종자연/지구AI로봇?

인류 역사는 법인격/권리주체확장의 역사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Mg_7U1-fgAhXLneAKHX6YDYAQjRx6BAgBEAU&url=https%3A%2F%2Fppgbuffalo.org%2Fnews-and-events%2Fnews%2Farticle%3A10-26-2018-9-00am-intersection-of-human-rights-and-the-environment%2F&psig=AOvVaw2TuaBb9JsEFvf4N1Rfw2KY&ust=1551761303689157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Mg_7U1-fgAhXLneAKHX6YDYAQjRx6BAgBEAU&url=https%3A%2F%2Fppgbuffalo.org%2Fnews-and-events%2Fnews%2Farticle%3A10-26-2018-9-00am-intersection-of-human-rights-and-the-environment%2F&psig=AOvVaw2TuaBb9JsEFvf4N1Rfw2KY&ust=1551761303689157


자연인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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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만이 자연인이다.” 

• 법에서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묵적으로 제시됨
인간성/인간다움

(humanity)

• 살아있는 자만이 법인격; 사망한 자는 법인격이 아님

• 사망 시점이 언제인가를 둘러싼 논란
현재살아있을것

(currently alive)

• 무뇌아는 위 세 조건을 충족하지만 쾌고감수성이 결여전형

적 법인격과는 거리가 멈법인격 여부 논란

쾌고감수성/유정성

(sentience)

• 로마법 이래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

• 점차약해져온조건 (태아의권리주체성논란)

이미태어난존재일것

(having been born)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대한민국민법제3 조



노예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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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는 사람/인격persona이 아니라 물건res

• 노예는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없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릴 수

없으며, 소송을 걸 수 없고, 심지어 피고의 자격도 없으며, 법정에

서의 증언 능력도 제한된다. 

로마법

• 1865년 수정헌법 제13조로 전국의 노예제도 금지

• 1896년 플레시 판결(Plessy v. Ferguson)로, 인종분리정책에 대해 ‘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이라는 법리 확립

• 1954년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로 위 법리 철폐

미국

• 1926년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 체결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4조: “누구도 노예 신분이나 상태에 얽매

어 있지 않는다. 노예제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국제적 노력



여성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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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까지 대체로 여성의 법적 신분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게

귀속

• 남편은 부인의 재산, 임금을 관리하고 자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

지며, 아내에게 체벌을 가할 수도 있었음

미국 (전통)

• 1848년 뉴욕주 세네카폴스 회의에서 여성도 시민으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제기

•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 비준: 여성의 참정권 인정

• 1923년 참정권 지도자들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정의

를 누려야 한다”고 선언 1972년 평등권 수정헌법안 연방 상하

원 통과, but 전체 주의 ¾  미달아직까지 상원 계류 중

미국 (개혁)



(회사/단체등)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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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협동관계의 집합체/조직체

• 회사에 법인격 부여: 자연인과 유사한 법적 실체로 인정회사를 주체로
하여 계약체결, 재산 인정, 책임 부여 등회사 활동 촉진

• 의제(擬制)론: 근대 이후 인간이 집합적으로 협력하는 행위의 중요성 증대
그 규율을 위해 그러한 집단과 조직에 도구적으로 법인격 부여

• 의제론 vs. 실재론/유기체론

회사법인격의
의의

• 주식회사: 유한책임; 주식 양도가 자유로움투자 확대에 용이

• But 주주이익증대를위한경영기업의장기적성장잠재력약화(장하준교수)
주식회사

• 미국 수정헌법은 권리 주체를 ‘인간/인격’(person)이라고 표현 1886년

서던 퍼시픽철도 판결(Santa Clara County v. Southern Pacific Railroad)에서

기업의 법인격을 인정한 것으로 ‘어쩌다 잘못’ 해석됨 (이때문에) 기업

도 인간/인격이라고 우김기업은 자연인과 유사한 헌법상 보호(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거짓말과 로비를 할 자유; 수정헌법 제

4조에 따른 사생활 보호각종 수색을 거부할 자유 … )를 받게 됨

• 기업의 특권화로 민주주의의 근간 위협기업의 법인격을 철폐하라!

회사의법인격을
철폐하라!



동물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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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원 계획’이 천명한 권리를 유인원에게 부여하는 조례를

통과시킴

스페인지방의회, 
유인원권리부여

(2007)

• 동물권옹호운동가인변호사스티븐와이즈(Steven Wise)가주도하는

동물보호NGO 단체비인간권리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가

제기

• 2017년 7월 8일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영장류 보호구역과

트레일러 주차장에 갇혀 사는 침팬지 두 마리에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인신보호 영장(writ of habeas corpus)을 발

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

미국, 침팬지법적
권리주체성부정

(2017)

• 인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등에서선진적입법및판결등장동물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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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권리

• 법학자스톤(Christopher Stone): “숲,  바다,  강등모든자연물에법적권리인정해야”(1972)

• 2006년 이래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뉴욕, 메릴랜드, 메인 등에서 자연의 권

리를 인정하는 지방법 통과

• 원주민(마오리족 등)의 세계관(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 

자연의 모든 요소는 친족) 수용

생태계의 법적 권리 인정인간이 더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테 우레웨라(Te Urewera) 국립공원에 법인격 부여 (2014년)

- ‘왕가누이’(Whanganui)강(江)에 법인격 부여 (2017년)

뉴질랜드

• 2008년 헌법에 ‘파차마마’(Pachamama, 대자연)을 권리 주체로 명시

•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 개인의 권리와 의무 명시
에콰도르

• 2010년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 제정: 자연의 권리 및 그에 상응하

는 정부와 국민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한 최초의 사례
볼리비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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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행위자(AI로봇)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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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본주의적관점

vs. 자연주의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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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근(현)대법의태도 I: 인간중심주의 / 인간예외주의

• 근(현)대법의 인간중심적 세계상: 인간의 위치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인간은 모든 창조물의 우위에 자리함

• 인간만이 진정으로 이성적이며, 자유로우며, 자유의지에 따라 한 행

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인간만이 존엄(dignity)한 존재

• 법적 주체로서의 인간 = 이성을 타고나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

를 가진 주체

• 법체계: 인간의 창조물

• 법의 목표 = 인간의 선(good)·이익(interest)의 실현과 촉진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민법 제3조: “사람은생존한동안권리와의무의주체가된다.”

• 라틴어 법언: “Hominum causa omne ius constitutum sit.” (Human cause 

lies behind all law.)

인간중심주의

/ 인간예외주의

법인본주의
(Judicial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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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근(현)대법의태도 II: 주체(=person)와객체(=thing)의확고한구별

• 이원론적 존재론: 인간과 사물 간의 분명한 구분

 2분법: 인간(권리 주체) + 사물(권리 객체)

*대한민국 민법: 사람 + 물건

• 세상 만물은 (어떤 관계에 대한) 주체 아니면 객체임; 둘 중

하나이어야 함

주체로서의 인간은 객체로서의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통제하며 지배한다!

• 이러한이원론은로마법이래특히근대법의지배적패러다임

• But AI 혹은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원인과 결과의 구별이 흐려지고) 주체와 객체가

혼융됨

주체-객체간의

확고한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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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학기술혁명과더불어: 인간? 별 것 아니다!

(Copernicus, …, Newton)

Darwin

Freud

Marx

Nietzsche

• 과학적 세계관: 신의 제거; 인간중심주의의 퇴색; 자유의지와 이성의 한계; 유물론
득세; 인간도 동물이다

• 과학의 역사는 인간 지위 격하의 역사?!!! (그 반대의 측면도 있기는 하나…)

https://www.google.co.kr/imgres?imgurl=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c/Karl_Marx.jpg&imgrefurl=http://en.wikipedia.org/wiki/Capitalism&docid=JVNt91_2KMA-kM&tbnid=NISD1gyNDJW2SM:&w=1280&h=1500&ei=GtthVaDxFOPYmAX04oCoAg&ved=0CAIQxiAwAA&iact=c
https://www.google.co.kr/imgres?imgurl=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c/Karl_Marx.jpg&imgrefurl=http://en.wikipedia.org/wiki/Capitalism&docid=JVNt91_2KMA-kM&tbnid=NISD1gyNDJW2SM:&w=1280&h=1500&ei=GtthVaDxFOPYmAX04oCoAg&ved=0CAIQxiAwAA&iact=c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dgeneralist.blogspot.com/2014/06/top-11-most-idiotic-darwin-awards.html&ei=ZNthVeGRH-OzmAWGjIOIBA&psig=AFQjCNED07Tbge8jrmWCkxUtT1hzJ4wJWg&ust=143256287523041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dgeneralist.blogspot.com/2014/06/top-11-most-idiotic-darwin-awards.html&ei=ZNthVeGRH-OzmAWGjIOIBA&psig=AFQjCNED07Tbge8jrmWCkxUtT1hzJ4wJWg&ust=143256287523041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en.wikipedia.org/wiki/Philosophy_of_Friedrich_Nietzsche&ei=stthVaC7CYK0mwX7kILYAw&psig=AFQjCNEjqs_G6739kRNpsqyWAkKjnlD6Fw&ust=143256296846431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en.wikipedia.org/wiki/Philosophy_of_Friedrich_Nietzsche&ei=stthVaC7CYK0mwX7kILYAw&psig=AFQjCNEjqs_G6739kRNpsqyWAkKjnlD6Fw&ust=1432562968464310
http://en.wikipedia.org/wiki/File:Sigmund_Freud_1926.jpg
http://en.wikipedia.org/wiki/File:Sigmund_Freud_19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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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win: 인간은 진화하는동물 ~ 기계

• Darwin: 『종의 기원』

-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원시 생명체로부터 진화한 것

- 진화: 지구상의 다양한 종은 긴 세월 동안 서서히 변화해 왔다는 것

- 자연선택(=종의 적응 과정)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 생존과 번식을

위한 개체 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유리한)

특성을 지닌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함세대를 거치면서 개체군이 변화

『인간의 유래』: 인간의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은 동물 조상들로부터

진화해 온 것  진화심리학 예고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dgeneralist.blogspot.com/2014/06/top-11-most-idiotic-darwin-awards.html&ei=ZNthVeGRH-OzmAWGjIOIBA&psig=AFQjCNED07Tbge8jrmWCkxUtT1hzJ4wJWg&ust=143256287523041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dgeneralist.blogspot.com/2014/06/top-11-most-idiotic-darwin-awards.html&ei=ZNthVeGRH-OzmAWGjIOIBA&psig=AFQjCNED07Tbge8jrmWCkxUtT1hzJ4wJWg&ust=1432562875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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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본성을 다루는 각종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마지막 남은 고유 영역이라 할 “정신”마저 제거 혹은 환원됨

• Steven Pinker: 세 가지 신화( = 고귀한 야만인, 빈 서판, 기계 속의
유령)의 몰락!

인간본성에관한현대과학: 인간“정신”(mind)도별것아니다!

Cognitive Science / Neuroscience

AI, Robotics, Cybernetics

Sociobiology / Evolutionary Psychology

Genetics / Molecular Biology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dailygalaxy.com/my_weblog/2009/05/preparing-human.html&ei=Ks5iVZb-G8Lm8AW1vYDADg&psig=AFQjCNGFuKWBuUhRbkS2OXgoToVGa8B-pg&ust=143262504667673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dailygalaxy.com/my_weblog/2009/05/preparing-human.html&ei=Ks5iVZb-G8Lm8AW1vYDADg&psig=AFQjCNGFuKWBuUhRbkS2OXgoToVGa8B-pg&ust=143262504667673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theconversation.com/wired-for-happiness-evolutionary-psychology-falls-short-of-science-23239&ei=qkRkVa-4MtXm8AXNnoDwCQ&bvm=bv.93990622,d.dGc&psig=AFQjCNHzGnc73CGsr80trKDTm_h0906YRQ&ust=143272081225754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theconversation.com/wired-for-happiness-evolutionary-psychology-falls-short-of-science-23239&ei=qkRkVa-4MtXm8AXNnoDwCQ&bvm=bv.93990622,d.dGc&psig=AFQjCNHzGnc73CGsr80trKDTm_h0906YRQ&ust=143272081225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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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적관점

• 진화론 등 현대과학의 함축을 최대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인간은 더 이상 예외적 범주가 아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형식적, 

개념적 구분은 조정/축소/제거되어야 한다; 몇몇 동물은 법인격의

범주에 넣어야 하고, 반면 몇몇 인간은 법인격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급진성/비현실성으로 인해 소수설에 불과

급진적

자연주의

•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되, 인간과 기타 생물

사이의 형식적,법적 구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인간은

법인격이고, 동물은 재산이되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함

• 이하 토마츠 피트르지코우스키(Tomasz Pietrzykowski) 등의 견해

온건한

자연주의

• 모든 사실(facts)은 자연적(natural) 사실이며, 자연과학만이 그러한 사

실을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법인격을 결정하는 것은 생물체(특히 동물)로서 인간의 본성이므로

법인격론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그것이 법에서 어떻게 투

영되는지를(투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연주의
(na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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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인격주체

(non-person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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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법철학자 토마츠 피트르지코우스키

(Tomasz Pietrzykowski, 2017, 2018)의 견해

• 진화생물학/인지신경과학 등 현대 과학의 발전은

근대법의 근간인 인본주의의 토대를 위협

인간임(humanness)과 인격(person)의 관계는

본유적인(inherent)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contingent) 것

법의 토대도 재정립해야 함: “현재와 같은

법인본주의(juristic humanism)가 영원하다거나

법체계의 유일한 토대라는 생각은 몰(沒)역사적 착각에

불과” 

 (자연주의적관점에 따른) 온건하고현실적 대안 제시

: 만물 3분론 (비인격주체론)

토마츠 피트르지코우스키의
만물 3분론(비인격주체(non-personal subjects)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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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human being)은 ‘인간종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자체만으

로 법인격체로 간주될 자격이 있다.
인간(자연인)

인간 종에 (전적으로든 혹은 부분적으로든) 속하지 않는 생명체일

지라도 그것이 충분히 발달된 ‘자기성찰적 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법]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

을 수 있다.

고등동물

만약 어떤 비인간(non-human) 생명체가 비록 위 (ii)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개별적 복리와 연관된 내재적, 주관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럴 듯하게 귀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된 ‘감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생명체에게는

비인격 법적 주체로 간주될 만한 도덕적 자격이 있을 법하다. 

준(準)고등동물

토마츠 피트르지코우스키(Tomasz Pietrzykowski)의
비인격주체(non-personal subjects)론



28

비인격주체(non-personal subjects)의 예

인간-동물

키메라/교잡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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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 2분론 vs. 3분론 vs. 기타?

인간/자연인
(태아?)

비인간

법인 고등동물
준고등동물
및기타

기타생명 기타사물/물건
(자연물+인공물 …)

2분론
(~인본주의)

법인격= 권리주체 사물 (법인격 X; 권리주체X)

3분론
(~자연주의)

법인격
(법인격O 권리주체O)

비인격주체
(법인격X

권리주체O)

사물/물건
(법인격 X 권리주체X)

기타? 무차별적만물평등주의 (~전체론)세상만물이법인격/권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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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주체론(3분론)의의의

• 법인격이라는 경직된 범주로 설정하는 것보다 비인격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나
권리보호의 방법에 대해 더욱 탄력적으로 접근 가능함

• 동물의 이익 보호를 실천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비인격주체라는
범주의 법제화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점진적으로라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

이점

• 다만 비인격주체의 권리/이익 보호는 ‘후견주의적(paternalistic)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개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종-일반’에 대해

이루어짐
단서

• 쾌고감수성이있는(sentient) 동물은자신의생존과관련한주관적

정신상태를가질수있으며, 그러한상태에서비롯하는이익을갖는다.

그러한 동물은 법적 권리 담지자로 취급해야; 그러한 동물과 관련한

모든 법적 결정에서 그러한 법익을 고려하거나 형량해야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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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주체론(3분론)에대한 평가

- 피트르지코우스키가 요청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자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법인격이나 법적 주체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러한 주체를 주체이게끔 해주는 이성적 능력(예: 숙

고 및 계획 능력)이기 때문일 것임그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자연적

능력만이 아니라 이성적/숙고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

- 그의 제안은 인격의 내용을 자연적 특성을 통해 해명하려 한다는 점

에서 외견상 ‘자연주의적’이지만, 그것은 내용상 이성주의와의 혼성이

라는 점에서 일종의 ‘(변형된) 하이브리드 자연주의’라 해야 할 것. 

의문1

설령 그것이 온전히 자연주의적 이론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나 법적

주체 일반의 의미를 온전히 자연주의적으로 규명해주는지는 의문. 
의문2

- 자체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적합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 또한 그것은 법인격이나 법적 주체와 관련하여 온건한 자연주의의 한

버전으로서 제시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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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적관점의한계

-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을 포함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형태의 자

연주의적 규범학은 대체로 ‘자연’ 및 ‘자연주의’에 대한 완고하고

경직된 입장에 근거해 있다.

- 규범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연적 상태와 규범적 상태가 별개이기

에 전자에 관한 지식이 후자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

장하는 편이다. 

- 반면 자연주의자들은 대체로 인간의 규범적 상태조차도 자연적

상태를 통해 온전히 설명가능하고 이해가능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의 자연적 상태에 관한 자연과학적 지식이야말로 인간

의 규범적 상태에 관한 최선의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경직된
자연주의

현대 과학의 지적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 자연

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의 규범학적 의의

를 부정하거나 관련 개념을 소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주의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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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적관점의한계

탈근대, 포스트
-휴먼시대의
자연주의

• 피트르지코우스키의 제안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럴 듯하게 상정

해 볼 수 있는 온건한 자연주의의 시도란 여전히 생명중심적이

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다. 그러

한 시도는 ‘자연주의’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여전히

‘근대적’ 기획의 일환일 뿐이라 할 수 있다. 급진적 자연주의는

물론 온건한 자연주의 역시도 모두 인간-사물, 인간-자연, 주체-

객체 등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초한 전통적 과학관에 의거하고

있을 뿐이다.

• 하지만 가능한 모든 자연주의가 근대적 휴먼법학을 위해 복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탈근대, 포스트휴먼법학과 잘 조응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주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