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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 意見과 良心의 自由 

지난번 講演에서는 人身의 自由, 卽 合法的이라면 願하는대로 갈 수 있는 自由와 專斷的인 逮捕

로부터의 自由 및 逮捕中의 抑壓으로부터의 自由에 關하여 言及하였다. 只今은 意見과 良心의 自

由에 對하여 言及할 차례에 이르렀다. 이 自由는 設使 人身의 自由보다는 더 重要하지 않다고 하

드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重要한 것이다. 우리의 思考方式에 있어서 그 本質을 이루는 것은, 各人

이 眞理를 찾을 때까지 眞理를 調査하고 追求할 機會를 가질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宗敎를 믿거나 어떤 哲學을 支持하며, 어떤 政策을 支持하든 或은 어떤 史觀을 갖는

다고 해서 그를 命令할 權利는 갖고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나라에서는 誰何를 莫論하고 그 이

웃을 辱되게 하는 것이 아닌限 自己 生覺을 할수 있어야 하며 卽 스스로의 意見을 가질수 있어야 

하며 公公然히 或은 私私로히 그것을 表現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暴力을 煽動하

는 것이 아닌限 政府나 政黨이나 或은 어떤 集團에 對하여 批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原則은 우리에게 自明한 것으로 思慮되지만 때때로 個個人으로하여금 國家나 或은 國家에서 

權力을 掌握하고 있는者와 衝突하기 쉽다. 이나라는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現行의 憲法을 破壞

하는 意見이나 社會組織에 危險한 見解의 表示를 막을수 있는 權限을 스스로 保持하고 있다. 그

러나 批評과 煽動的인 言論의 限界는 無限히 變化할 可能性이 있다. 이것은 普通法의 實際的인 

特質이 表示될 때 그러하다. 批評과 煽動的인 言論의 限界는 國家의 執權黨과는 獨立된 陪審이 

決定한다. 이에 反하여 東歐諸國에 있어서는 그 限界線은 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政黨의 手段에 

不過한 人民裁判所에 依하여 決定된다. 첫번 講演時에 察知된 바와 같이 人身의 自由가 그 施行

에 對하여 救濟策에 左右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意見과 良心의 自由도 그것을 決定하는 法廷에 左

右된다. 

이것을 우리의 歷史에서 立證하여 보기로 하자. 約300年前에 우리는 星座裁判所(Star Chamber)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露西亞의 人民裁判所와 마찬가지로 한 黨의 道具에 不過한 것이

었다. 言論의 自由에 到達하게된 過程은 Richard Chambers事件이 잘 提示하여 주고있다.(註1). 그

는 倫敦의 絹織商으로서 다른 商人과 더불어 稅關官吏에 對하여 Hampton Court의 Council Board

에 告訴를 提起하였다. 그는 Council의 全員의 參席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였다. 『世上에서 英國

처럼 商人을 搾取하는 곳은 없다』이말에 對하여 星座裁判所(Star Chamber)는 2000磅의 罰金을 그



에게 課하였고 自身으로 하여금 自己의 罪를 認定하고 告白하도록 服從한 것을 命令받았다. 그는 

이것을 拒絶하였다. 그는 限死코 그 어느것도 是認하지 않겠다고 主張하였다. 이로 因하여 그를 

Fleet監獄에 投獄할 것을 命令하였다. 그는 王座裁判所에 對하여 星座裁判所가 그러한 言質로서 

그를 處罰할 權限이 없다는 理由에서 身體保護令狀의 手段으로 救濟를 請求하였다. 그러나 王座

裁判所는 그의 釋放을 拒否하면서 星座裁判所는 가장 偉大하고 高貴한 裁判所의 하나라고 主張하

였다. 그는 滿6年을 그러한 言辭로 因하여 監獄에서 服役하였다. 이것이 單純히 그를 除外하기 爲

한 것이었다는 證據를 찾는다면 大主敎인 Laud가 Richard Chamber에 對하여 Chares王에게 進言

한 말 가운데서 찾어볼수 있을 것이다. 卽 『閣下가 Charmbers氏와 같은 사람을 많히 臣民으로 

두었다면 그들을 休憩 시킬 Chamber가 곧 남지않게 될것이다.』(註2) 이러한 暴政은 1641年의 星

座裁判所의 廢止로 因하여 모두 除去되었다. Richard Chamber는 英國共和政時代에는 倫敦市의 市

參事會員(Alderman)과 郡治安官吏(Sheriff)까지 歷任하였든 것이다. 

第2 쏘비 制度 

當時의 事態와 오늘날 露西亞에서 發生되고 있는 것을 比較하여 보기로 하자. 그들의 法典은 『그

들의 危險視하는 結社로 因하여 危險視되는 者』의 拘禁을 規定하고 있다.(註3). 어떤 사람의 危險

性 與否를 찾기 爲하여 그의 意見의 陳述이 무엇이고 또 그 意見의 陳述의 危險性 與否를 調査한

다. 그러기 때문에 情報를 얻을수 있는限 사람의 言動이나 思想 乃至는 꿈에까지 注目한다. 그리

하여 例를들면 1948年 1月에 「항가리아」의 國立劇場의 한 舞踊師가 自己는 美軍이 西方과 北方

에서 「항가리아」를 占領하기 爲하여 進擊해오는 것을 豫言的인 꿈에서 보았다는 것을 輕率히 開

陳하였다는 理由에서 反蘇言行의 罪로 逮捕되었다.(註4). 

이것은 우리에게 戰時中에 效果的인 戰爭遂行에 反對를 助長하려는 것으로 思慮되는 內容을 出版

하는 것을 犯罪로 規定한 我國의 規則들을 想起시켜 준다. 그러나 蘇聯의 法典은 우리가 戰時中

에 施行했든것 보다는 더 徹底하다. 그들에게는 危險視되는 者를 逮捕하는 것이 重要하기 때문에 

國民全體에게 叛逆者를 告發할 積極的인 義務를 課하고 있다. 더욱이 危險한 談話를 聽取할수 있

는 特別한 機會를 갖는 職業에 從事하고 있는者든 例컨데 給仕, 作業場管理人, 店員, 船長과 같은 

사람들은 自己가 聽取한바를 公開할 特殊한 義務를 지고 있다. (註5) 우리는 戰爭中이라고 하드라

도 決코 그렇지는 않었다. 우리는 危險한 談話를 聽取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公開시키게 하

는 法的인 義務를 課하고 있지않다. 사람들은 勿論 그들의 制度의 無慈悲한 條理를 察知할수 있

을것이며 그것이 言論과 思想의 自由가 存在하지 않다는 것을 意味한다는 것도 알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當局에 告發될까 두려워서 政府에 對한 自己의 意見을 親舊나 親戚에게 까지도 말하지 

않기로 한다. 

第3 陪審의 價値 

우리들 自身의 星座裁判所의 經驗은 現在의 露西亞의 事態와 아울러 裁判官이 執權黨의 手段이 

될 境遇에는 그것은 言論의 自由가 없다는 有力한 證據를 提示하고 있다. 判事가, 獨立되어 있다

고 하드라도 言論自由의 問題에 對하여 그 考究中인 事況에 對한 自己의 偏見으로 因하여 恒常 

分明하게 考察할수 있다고는 할수 없다. 여기에 陪審의 價値가 分明히 提示된다. 18世紀의 有名한 

Junius의 書翰事件을 例擧하기로 하자. 이 書翰들은 여러분도 記憶할수 있겠지만 國王 George3世

에 公開的으로 보내진 政府에 對한 批評的인 書翰들이었다. 이 書翰의 本旨는 國王이 政府에 依

하여 誤導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事件의 性質을 보여주는 Junius의 書翰中에서 拔萃된 것이다. 

『閣下, 閣下가 臣民의 不平을 聽取하기 前에는 眞言에 通할수 없다는 것은 閣下의 生涯에 對하여 



不幸한 일일뿐만 아니라 本質的으로 閣下의 政府에 附隨하는 恥辱과 危難의 原因입니다.』 Stalin

氏에게 그가 眞言에 通하지 않었다고 누가 말하였다면 露西亞에서 惹起되는 어떤 事態를 推測하

는 것은 興味로운 것일 것이다.  

그러나 1770年 英國에서 이글을 印刷한 London Evening Post紙의 印刷者인 John Miller는 

Mansfield卿과 倫敦市의 特別陪審의 面前에서 審問되었다(註6). 起訴名은 煽動的인 誹毁的 中傷이

었다. Mansfield卿은 陪審에게 誹毁與否의 問題는 裁判官이 取扱하는 法律問題이며 陪審은 다만 

新聞의 印刷 및 發行與否를 決定하는 것이라고 指示하였다. 그 指示는 新聞이 分明히 印刷되고 

發行된以上 實際的으로 Miller를 有罪로 認定케 하는 指示였다. 그러나 陪審은 大法官에 對하여도 

끝까지 버티었다. Lord Campbell은 當時의 光景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倫敦市의 人口의 

半數나 되는 사람들이 Guild hall周邊의 街路에 雲集하였다. 그리고 結果를 期待하면서 몇時間이나 

초조하게 남어있었다. Mansfield卿은 退勤하여 邸宅으로 들어가고 陪審員이 同意하였다는 것이 宣

言되자 數많은 群衆들은 大行進을 하였다. 드디어 Bloomsbury로부터의 行進의 絶叫는 首都의 구

석구석의 反響을 이르키며 陪審의 無罪 答申을 主張하였다(註7).』當時 以來로 倫敦市의 陪審員은 

그들의 機能과 義務에 關하여 裁判官이 무어라고 하더라도 Junius어 發行者에 對한 不利한 判決

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周知되어 있기 때문에 被告는 安全하였다. 陪審員들은 그들이 過去에 行

使했든 것을 行使할 資格이 있다는 것이 分明하게되었다. 陪審員은 恒常 有罪나 無罪의 一般的인 

決定을 할수 있으며 裁判官은 그들로부터 이 權利를 奪取할수 없는 것이다. 議會制定法은 그렇게 

宣言한 것이었다(註8). 

第4 公 共 害 

그 事件이 있은 以後로 우리는 政府에 對한 批評에 困難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言論自由가 間接的으로 侵害되지 않도록 不斷히 警戒하여야 할것이니 그 까닭은 最近에 言論의 

自由를 侵害하는데 利用될 可能性이 있을뿐만 아니라 實際에 있어서 利用된바 있는 한法의 原則

이 宣言되었기 때문이다. 이 原則에 依하면 公害的인 行爲도 法에 依하여 處罰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것은 法律이 成文法典에 局限되는 佛蘭西나 其他의 西歐의 自由愛護國家에는 全혀 알려지

지 않은 理論인 것이다. 그들은 法律로서 禁止條項이 明白히 規定되어 있지 않은限 處罰될수 없

다는 原則을 堅持하고 있다. Nullum Crimen, hulla Poena, Sine lege(法없이 罪없다) 그들은 이 原

則을 그들의 偉大한 自由의 憲章으로 看做하고 있다(註9). 그러나 英國에 있어서는 普通法이 그와

같은 原則에 制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法典에 包容되어 있지 않고 裁判官의 胸中에 保

持되어 있으며 그 裁判官은 새로운 事態를 取扱하는데 必要한 原則을 宣言하고 發展시키고 있다. 

近年에는 裁判官이 다음과 같은 行爲에 當面하게 되었다. 卽 火災가 發生되지 않은 境遇에도 消

防隊를 불을수 있으며 婦人이 警察에게 自己가 被害를 當하였다는 虛構의 陳述을 할수 있으며 그

렇게 官吏들이 自己의 正當한 義務에서 離脫될 수 있는 것等이다. 1933年에 裁判官은 그러한 行

爲에 對하여 明示的인 禁止條項없이도 犯罪로 規定한다고 宣言하였다(註10). 이러한 行爲는 널리 

公共에 影響을 미치는 詐欺이기 때문에 그것이 犯罪라는 것을 疑心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

나 裁判官들은 不幸하게도 그들의 決定을 보다 廣範圍하고 疑心스러운 根據에 두고 있다. 裁判官

들은 1801年의 한裁判官의 附隨的인 意見(Obiter dictum)을採用하고 있으며 그 裁判官은 『모든 

公共的인 犯罪 卽, 公共社會에 有害한 傾向이 있는 行爲나 企圖는 告發될 것이다.』(註11) 

推論의 形式은 露西亞의 法律家가 社會的으로 危險한 行爲의 處罰을 正當化하는 形式과 危險스럽

게도 類以하다. 國家의 利益이 最高라는 見解를 優先 取해보면 그들의 法學者들은 裁判官이 國家



에 危險한 行爲를 明示的인 禁止條項 없이도 處罰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쏘비 法典의 第

16條는 『이 法典에서 社會的으로 危險한 行爲에 對하여 어떤規定이 制定되어 있지 않다면 그 行

爲와 가장 類以한 規定과 同一하게 處罰된다는 根據에서 處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裁判官에 對하여 唯一한 問題는 그 行爲가 社會的으로 危險한가의 與否인 것이다. 그것은 英國의 

裁判官에 依하여 公的害의 判例에서 陳述된것과 全然 同一한 基準에 依하는 것을 意味한다. 쏘비 

의 裁判官이 執權黨의 命令을 받으며 따라서 裁判官들은 執權黨에 危險한 어떤 行爲가 社會的으

로도 危險하다는 것을 考慮하는데 反하여 우리의 裁判官들은 如何히 有力한 黨이나 사람과도 獨

立하여 存在하고 있는데 그 差異가 있다. 그 結果는 우리의 公共害의 理論을 虛構的인 犯罪로서 

警察에 供述하는 境遇와 이와 類似한 事件으로 局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例

外가 있다. 新聞이 猶太人社會를 全的으로 非難하는 記事를 發行한 한 事件에서 發行者와 印刷者

는 煽動的인 誹毁罪로서는 無罪이나 公共害에 對하여서는 有罪로 認定되었든 것이다(註12). 이 事

件은 公共害의 犯罪가 社會의 어떤 階級에 對하여 口頭 或은 書面으로 無禮한 非難을 加하는 行

爲나 廣範圍한 恐怖를 惹起시킬 것으로 思慮되는 風聞을 傳播하는 行爲를(註13) 包含한다는 主張

에 對한 判例로서 權威있는 刑法敎科書에 引用되고 있으며 또한 同敎科書는 그러한 行爲를 公共

害로 決定하는 것은 陪審員이 아니라 裁判官이 한다는 것을 論述하고 있다. 그것이 法律이라고 

한다면 前述한바 Mansfield卿이 어떤 出版物을 誹毁罪로 定하는 것은 陪審員이 아니라 裁判官이

라고 主張한 Junius의 書翰時代로 遡及하게 될 것이다. 1792年의 FOXS Libel Act에 依하여 모든 

事項은 陪審에 委任되므로서 얻어진 利益은 間接的인 手段에 依하여 除去되었을 것이다. 

第5 眞正한 見解 

그 例外的인 判例는 結果的으로 先例로 되지 아니하였다. 卽 한 地方新聞의 發行人이 猶太人에 

對하여 批評的인 記事를 揭載하였다는 理由로 煽動的인 誹毁罪로 告訴된 事件에서 그 眞正한 見

解가 最近에 回復되었다(註14). 그는 猶太人들이 闇市場에서 優勢하다는 等의 記事를 揭載하였든 

것이다. 裁判官인 Birkett氏는 陪審員에게 出版의 自由를 維持한다는 것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指摘

하여 주었다. 

그 陪審員은 15分間의 協議後에 異議없이 同發行人을 無罪로 認定하였다. 庶民院의 한議員은 其

後에 內務大臣에게 反猶太 活動을 禁하게 하도록 法을 改正할 것을 要請하였다. 그러나 內務大臣

은 그 勸誘에 同意하지 않았든 것이다(註15). 

그 事件에 있어서 陪審員은 勿論, 猶太人에 對하여 反感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出版의 

自由에 對하여 더 큰 關心을 가졌든 것이다. 그것은 編輯者가 法律家나 카도릭敎徒나 其他의 어

떻한 集團이나 黨에 對하여 批評的인 記事를 揭載하는 境遇에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이에 對한 

說明이 「포터」卿의 委員會(Lord Porters Committee)의 報告書에서 잘 表現되고 있다. 卽 『우리가 

어떤 團體나 集團에 對하여 暴力의 誘發을 隨伴하는 憎惡와 侮辱의 煽動을 遺憾스럽게 生覺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비록 過激하고 燥急한 것이지만 自由스럽고 率直한 政治的 討論이나 批評을 減

縮케 하는 危險에 感動되지 않을수 없다.』(註16) 바로 그것이 우리가 言論과 出版의 自由로서 意

味하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他人을 誹毁하고 中傷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每

日의 訴訟이 그것을 立證하고 있다. 그러나 公共의 利害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自由롭고 率直한 

批評은 決코 減縮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나라나 其他의 다른나라가 特히 暴力으로 國家를 轉覆케 할 危脅이 있을 때 

그 限界를 策定하여야 할 點이 나타난다. 「오스트라리아」의 한 共産黨員이 最近에 『萬一에 蘇聯



과 對戰할 境遇에는 濠洲共産黨員들은 蘇聯便에 加擔하게 될것이다』라고 言明한데 對하여 그 言

質은 煽動的인 것으로 判決되었다(註17). 그 事件은 「오스트라리아」의 高等法院이 要點을 고르게 

區分한 事實이 提示하는 바와 같이 그 限界線上에 놓여졌든 것이다. 우리는 勿論 蘇聯의 裁判官

은 어떤사람이라도 自己는 戰爭詩에 美國에 加擔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投獄할 것이라는 것을 

周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 正當한 方法은 이 問題를 그 危險性 與否에 對하여 公正하게 判斷하도록 委任될

수 있는 陪審員에게 委任하는데 있는 것이다. 

只今까지는 言論의 自由에 對하여 影響을 미치게 하는 刑事裁判所의 諸事件에 關해서만 言及하여

왔다. 그러나 民事裁判所도 亦是 言論의 自由에 關하여 많이 處理하고 있다. 그들은 適用하는 原

則은 全體的으로 充分히 有效하다. 그들은 個人을 名譽毁損으로부터 保護하는 反面에 어떤 사람

을 莫論하고 公共의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에 對하여 公正한 論評을 加할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難點은 原則을 適用하는데 있다. 몇日前에 The Time紙에 報道된 Valentine 

Holmes, K.C. 氏의 言明을 紹介하는 것은 興味있는 것이다. 그는 誹毁罪 告訴에 對하여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老練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卽 『公正한 論評의 抗辯은 立證되기가 

가장 困難하고 複雜한 抗辯中의 하나인 것이다.』(註18)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않된다. 政治나 

文學, 藝術, 科學, 惑은 其他의 如何한 것이라도 不問하고 公共의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에 對하여 

誠實한 論評을 加할수 있는 獨自的인 新聞에 存在하여야 하는 것보다 더 重要한 것은 없다. 

第6 信仰의 自由 

言論의 自由에서 信仰의 自由로 옮겨보기로 하자.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高度한 것은 못되드

라도 何如間 高度의 信仰의 自由에 到達하고 있다. 우리는 神을 禮拜하거나 믿거나 또는 神의 存

在를 肯定하거나 否定하거나 或은 우리가 擇하는대로 基督敎나 其他의 宗敎나 또는 아무것도 안

믿을 自由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信仰의 自由를 獲得하기까지에는 많은 時日이 要했든 것이다. 오랜 世紀에 걸처서 裁判官

들은 基督敎 信仰이 國家의 法律의 一部이기 때문에 神의 存在의 否定은 刑事裁判所에서 處罰될

수 있는 神에 對한 不敬罪에 該當된다고 主張하여 왔다. 法律書籍을 보면 基督敎나 聖書를 辱되

게 할 言語의 使用이나 聖書를 燒却해 버리는 것은 말할것도 없이 犯罪로 規定되고 있었음을 알 

것이다. 이러한 法律의 立法根據는 基督敎의 否定이 基督敎에 그 基盤을 둔 社會의 構造에 變動

을 이르키게 할 可能性이 있기때문인 것이다. 

오늘날의 社會에는 그러한 危險은 存在하고 있지 않으며 瀆神罪는 死文化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變化는 不過 30年前에 貴族院이 決定한 것이다. 當時에 한 團體가 超自然的인 信念을 否定하

고 現世的인 敎理를 啓發하려는 明示的인 目的에서 設立되었다. 當時의 大法官이었든 Finlay卿은 

基督敎에 敵對的인 어떠한 目的도 不法이라는 見解로서 그 團體도 不法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

었다. 그러나 貴族院의 大多敎 議員들은 그와는 相異한 意見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議員들은 그 

團體는 合法的이며 그 團體에 對한 遺贈도 有效하다고 主張하였다. Sumner卿은 그 有名한 判決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卽 「모든 宗敎에 對한 國家의 態度는 基本的으로 國家의 安全에 隸

屬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告白하는 사람들의 主義와 形而上學에 隸屬되고 있지 않다..... 오늘날

에 있어서는 宗敎가 非中傷的인 方法으로 公公然히 攻擊된다고 해서 社會가 崩壞되거나 沒落된다

고는 걱정되지 않는다.」(註19) 우리는 基督敎 信仰은 우리의 生活樣式의 基礎를 尙今도 形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가 믿기로는 未來에도 形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法에 依하여 强制되어서



는 안되며 敎導와 實證으로서 施行되어야 한다는데 이르른 것이다. 같은 原則은 Oxford Group(註

20)의 會員들의 入國에 關하여 下院에서 問題가 提起된 1946年에 確認되었다. 內務大臣은 그 原

則을 다음과 같이 正確히 表現하였다. 卽 『나는 本國에 入國을 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곳에 와서 破壞的인 宣傳을 敢行하리라는 것이 立證될 수 없는限 그들에게 政治的 및 宗敎的인 

「테스트」를 適用할 生覺은 없다. 英國의 民主主義에 關한 常識은 結局 그들로 하여금 黑白을 識

別하게 할 것이다. 나는 願컨데 이나라가 言論의 自由의 나라로는 또한 世界의 어떤 곳의 思想의 

潮流도 歡迎되는 이나라의 古來로부터의 記錄이 維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註21) 

그러면 Niemoller牧師와 같은 獨逸의 新敎徒가 「나치」政權下에서 如何히 待遇되었으며 Beran 大

司敎와 같은 카도릭敎徒가 「첵코스로바키아」의 쏘비 政權下에서 어떤 待遇를 받었는가를 살펴보

기로 하자. 

왜 宗敎가 그러한 나라에서 彈壓되었든가 國家의 執權黨이 良心과 政治에 關하여 自黨에게 完全

한 忠誠을 要求하기 때문이 아닌가 敎會의 敎徒들은 國家를 그들의 良心에서 最高的인 權威로 看

做할 것을 拒否하기 때문에 그러한 忠誠을 辭退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執權黨은 宗敎를 危

險視하며 따라서 宗敎를 彈壓되어야 할것으로 認識한다. 이것은 國家乃至 國家權力을 掌握한 者

가 自身 非宗敎的인 境遇에 發生하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가 이나라와 같이 宗敎的일 境遇에는 --

- 우리에게는 國敎敎會가 있을뿐만 아니라 宗敎敎育은 全體 學校의 敎課過程의 一部이기도 하다-

--國家가 良心에 關한 限 個人의 自由를 認定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危險性은 存在하고 있지 않

는다. 그렇기 때문에 信仰의 自由를 維持하려면 國家를 宗敎的으로 維持하여야 할 것이다. 이點에 

關하여 Eldon卿의 다음과 같은 有名한 展望은 想起할만 한 價値가 있다. 卽 『國家를 創設하는 것

은 敎會를 政治的인 것으로 만들기 爲함이 아니라 國策을 宗敎的으로 만들기 爲해서 인것이다.』 

第7 人種의 自由 

宗敎의 自由와 密接히 關連되는 것은 人種의 自由인 것이다. 우리가 海外로 視野를 돌려서 歐羅

巴에서 猶太人이 人種上의 理由로 因한 迫害를 觀望하여 볼 때 우리는 英國에서의 猶太人의 歷史

를 想起하여야 할것이다(註22). 猶太人은 「윌리암」征服王이 英國에 오기 前에도 英國에 있었다. 

「에드와드」告白王(Edward Confessor)은 猶太人을 王의 奴隸로 하는 法律을 制定하였다. 王들은 猶

太人을 自己의 私有財産으로 取扱하였으며 「헨리」3世는 實際的으로 자기의 同生인 Richard Earl 

of Cornwall에게 英國의 猶太人 全部를 負債支拂의 擔保로 指定하고 讓渡하였다. 그리고 猶太人으

로 하여금 그들의 敎會에서 基督人들이 들을수 없도록 나즈막한 소리로 禮拜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290年에는 「에도와드」1世가 그들을 流刑에 處하였다. 古代歷史家가 記述한바에 依하면 

『一般的으로 사람들에 不快』하였기 때문이었다. 

第8 猶太人의 迫害 

英國에서 猶太人의 迫害라고 할수 있는 것이 存在한것도 이때에 限한 것이었지만 英國의 法律은 

다음 事件이 明示하여주는바와 같이 그것을 嚴格하게 彈壓하였다. 그것은 Coke卿이 우리에게 提

示하여 주며 Tovey博士가 1738年에 出版한 그의 著書 “Anglia Judaica”中의 記事를 紹介하기로 한

다(註23). 가장 富裕한 猶太人들이 그들의 財物을 가지고 大Burthen의 큰 船舶에 乘船하였다. 그

배가 出帆하여 Thames江을 河口로 向하여 내려올 때 Queensborough을 지나서 船長은 水夫들과 

共謀하여 猶太人을 滅殺할 計略을 꾸몄다. 計略대로 投錨를 命令하고 배가 干潮로 砂上에 얹일때

까지 乘船하고 있다가 逍風을 假裝하고 河岸을 散策하면서 猶太人들에게 같이 散策하자고 勸誘하

였다. 그들은 조금도 疑心하지 않고 快히 同意하여 滿潮로 潮水가 들어 올때까지 그곳에서 머물



러 있었다. 船長은 滿潮됨을 알자 豫定대로 몰래 살금히 배로 돌아왔다. 

그러나 猶太人들은 닥아오는 危險도 모르고 그곳에서 繼續하여 즐기고 있었다. 드디어 潮水가 急

히 밀려옴을 보자 그들은 배 곁에 밀려와서 救助를 請하였다. 船長은 卑劣한 惡漢과도 같이 救助

代身에 猶太人의 祖上들이 紅海에서 救援을 받었으며 아직도 그들을 밀려오는 怒濤에서 救援해 

줄 수 있는 「모세」(Moses)에게 救援을 請하는 것이 낳겠다고 嘲笑的으로 答하였다. 그 以上 아무 

말없이 물결에 放任되여 모두 悲慘하게 溢死하고 말았다. 

『何如間 이 事實이 알려지게 되자 惡人들은 其後에 裁判에 廻附하게 되어 Kent州의 巡回裁判에서 

殺人罪를 宣告하여 絞首刑에 處하였다』이렇게 640年前에 우리의 國民의 한사람이 處刑되었든 것

과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處罰이 最近에 「나치」獨逸에서 이와 똑같은 罪를 犯하는 者에게 課

해지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第9 猶太人의 復歸 

1290年에 追放된 猶太人數는 16,511名이었으며 400年이 지날때 까지도 돌아오지 않었다. 猶太人

들을 追放한 것은 「에드와드」1世의 制定法이었으며 그 法은 廢止되지 않었기 때문이라고도 때때

로 말하고 있으나 當時의 記錄은 消失되고 만 것이다. 그러한 殘存 制定法은 存在하고 있지 않으

며 假令 存在하였더라도 그것은 이미 死文化된지 오랫을 것이다. 1655年에 猶太人들이 Cromwell

에게 復歸許可를 請願하였을때 高等法阮長과 Lord Chief Baron은 그들의 復歸에 抵觸되는 法律을 

알지 못한다고 言明하였다. Cromwell은 實際的으로 그들의 復歸를 許可하지 않었으나 Charles2世

는 그것을 許可하여 주었다. 그들이 復歸하였을 때 그들은 다른 非國敎派와 똑같은 資格을 가지

고 있었다. 19世紀에 이르러서는 모든 資格上의 制約은 撤廢되었으며 猶太敎人이나 猶太人들은 

顯著하게 國家高位 官職을 찾이하고 있다. 그들의 人種上의 自由는 完全無缺한 것이다. 

다른 其他의 모든 種族도 그들의 人種上의 理由로 말미암아 어떠한 制約이나 侵害를 當하지 아니

하며 法律밑에서는 우리와 同等한 自由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 法律의 重要한 原則인 것이다. 

우리가 人種上의 自由를 主張하는 것은 우리가 取扱하여 보지 못한 問題에 當面하고 있는 美國과 

남「아푸리카」와 같은 나라들 보다는 容易할 것이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여기에서 普通法에 關連

하여 英國의 普通法은 人間의 權利와 義務가 그의 頭髮色과 無關한것과 같이 人間의 種族과 皮膚

色에 相關없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없이 明白한 것이다. 學生들이 食事하는 어느 英國法學院(Hall 

of Lincolns Inn)이나(註24) 其他의 다른 法學院(Inns of Court)에 가보면 世界 各處에서 모여든 여

러 人種들이 때로는 自國의 固有한 服裝을 하고 法밑에서는 모두가 自由로운 우리의 法을 硏究하

기 爲하여 그곳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