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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과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을 정당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법이라는 것으로 공적 

표면화하였으며 구성원들은 준법 의무, 악법 저항의 의무, 평등 수호의 의무를 지닌다. 지문 (가)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구성원은 공동체에 속할 때 공동체의 규약을 따른다는 암묵적 동의를 하여 그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법이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비인간적인 악법이라면 구성원들은 그 법에 

저항할 악법 저항의 의무 또한 지닌다. 이러한 악법 저항의 의무는 평등하고 자유롭지 못한 법에 

대해 불복종한다는 의미에서 평등 수호 의무와 연결된다. 먼저 지문 (나)에서 알 수 있듯이 평등은 

자유를 근거로 범위에 따라 법 앞의 평등과 권리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권리의 

평등은 넓은 범위의 평등으로 인간은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며 차별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적극적 평등 논리를 펼친다. 이는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이 확장된 2차적 평등으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 2차적 평등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인간은 

법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자유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법에 불복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노력 또한 

평등하고 정당해야 한다. 즉 인간은 공정과 정당이라는 법에 대한 충실성 내에서 법에 저항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 산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법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 탐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지문 (다)의  A를 살펴보면 소금법은 가난한 서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법으로 

인간은 이에 저항할 자유권이 있다. 간디는 지문 (가)에서 나타나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이 법에 저항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정당한 방법으로 차별을 없애는 적극적 

평등을 수호하려고 노력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B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학은 소수자에게 

교육 접근 기회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평등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차별을 당했던 소수자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위적으로 누려야 할 평등권을 보장한 

것으로 적극적인 권리의 평등을 구현하려 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수자들의 무한한 

권리 확장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역차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절대적 평등이 아닌 차등적 평등과 

자유를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