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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관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 이론적 탐구이다. 본고

는 관행의 개념과 본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관행 그 자체에 대

한 보다 개선된 이해를 얻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사회적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을 해명하고, 법적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되는 ‘법적 관행 

정식’을 도출한다. 또한 ‘나쁜 관행’을 소재로 삼아 관행의 효력 및 

관행 평가라는 실천적 문제를 다룬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고가 설

정한 두 단계의 연구 목표 및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 규범성의 원천 및 정당화 근거:  <1단계 목표>

(2-A) 관행성을 보존하면서도,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유연한 관

행 개념과 동적 이론                 개념과 본성의 문제: <일반이론 차원>

(2-B) 관행성의 극단화를 제어하고, ‘나쁜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

                                     효력과 평가의 문제: <법 이론 차원>

   <1단계 목표>는 본고가 규명하고자 하는 일차적 연구 주제를 뜻한다. 

<2단계 목표>는 1단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제된 본고의 탐

구 방향과 초점을 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2-A)과 

법 이론(2-B)의 두 차원에서의 세부 과제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연구 물

음들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네 개의 주요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들을 검토한다. (1)흄과 루이

스를 중심으로 한 ‘조정 해법 모델’, (2)루이스의 기본 전제들을 거부

하면서 등장한 ‘대항 모델’로서 길버트, 러, 리칸의 관행 이론, 그

리고 (3)조정 해법 모델은 수용하되 그것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새

로운 관행 유형을 제안한 마머의 ‘복합적 관행 모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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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은 기존 관행 이론가들의 분석 틀에 얽매이지 않고, 관행 그 자

체의 개념적 구조와 필수 요소들을 탐구한다. 상황・해법・상호작용 요

소의 면에서 관행을 분석하면서 관행 개념을 정교화 한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본고는 관행에 대한 정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한 ‘동적 관행 

이론’을 구상한다. 동적 이론은 개념관(conception)과 주제(theme)의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성과를 기초로, 본고는 ‘수정된 사회적 관

행 정식’을 제안함으로써 개선된 관행 개념과 존재 조건을 제시한다.

   제4장은 관행의 규범성을 다각도로 해명한다. 관행이 갖는 규범성의 

원천과 정당화 근거를 논한다. 그리고 일종의 병리 현상으로서 ‘나쁜 

관행’을 소재로 삼아 관행의 효력 및 평가 문제에 천착한다. 본고는 관

행 정식을 충족한 진성 관행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관행 존중의 원

칙’)고 주장한다. 이를 법적 용어로 변환한 것이 ‘추정적 효력 테제’

이다. 즉, 진성 관행은 추정적 효력이 부여되며, 그것에 따를 일반적 준

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의미한 관행’과는 구별되는 ‘나쁜 관행’

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되며, 따라서 일반적 준수 의무도 소멸된다.

   제5장에서는 본고의 대안적 관행 이론의 성과를 법적 영역에 적용하

고 그 함의를 밝힌다. 우선 ‘법적 관행’ 개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

구한다. 또한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에 ‘법적’을 나타내는 조건들을 

더하여 ‘법적 관행 정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대안적 관행 

이론이 법 실무와 법 이론 영역에 미치는 함의를 밝힌다. 전자를 위해서

는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을 관행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후자를 위

해서는 본고의 이론이 법철학적 관행주의에 갖는 시사점을 논한다.

주요어 : 관행, 사회적 관행, 법적 관행, 나쁜 관행, 관습, 관습법, 흄, 루이스, 

        길버트, 마머, 추정적 효력, 규범성, 게임 이론, 관행주의, 법관행주의

학  번 : 2010-31069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2014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장학생 

박사학위논문 작성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교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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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관행 개념의 모호성

1) 관행의 편재성(遍在性)과 개념적 어려움

   ‘관행’이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물

으면 답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다. 관행은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법 생활이나 실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적 진리론, 윤리학 담론, 사

회학, 나아가 실정법학과 법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관행의 개념이나 본성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행과 관련하여 우리는 상충하는 이해방식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관행을 민중의 지혜 혹은 건전한 상식의 산물로 이해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관행을 불합리나 부조리의 산물로서 혁파와 

근절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반된 인식이 존재한다. 관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은 관행이 갖는 의의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개념의 오・남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부조리한 폐습

적 행위양태들까지 ‘관행’이란 이름하에 무차별적으로 명명함으로써1)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행까지 부당하게 폄하하기도 한다. 또한 불법적이

1) 예컨 , ‘노예제 관행’, ‘촌지 관행’, ‘여성 할례 관행’, ‘뇌물수수 관행’ 등의 용례가 그
러하다. 심지어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 라는 표현
이 등장한다.(2015헌마236, 412, 662, 673 위헌확인 사건 병합)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서 관행인지 아닌지, 만약 관행이라면 그것의 효력은 어떠하며 우리는 그것에 복종할 
책무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두된다. 본고는 제3장에서 관행의 개념을, 제4장에서 효
력과 평가로 주제를 나누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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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합리한 행위들에 대해 비판이 가해질 때, 그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 

“관행에 따른 행위였다.”는 항변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는 적잖이 목격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적 현상들은 관행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잡힌 이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준다. 적절한 관행 개념의 정립은 사회나 

법규범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에 있

는 사람들 사이에도 진정한 소통과 협력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인접 용어들과의 혼돈

   ‘관행’은 여러 유사 용어들과 뒤섞여 사용되곤 한다. 대표적으로 

관습(custom), 계약(contract), 합의(agreement), 실천(practice)2)과 관례

(usage)를 들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용례는 단순히 ‘말의 사용’ 문제를 

넘어선다. 관행과 인접 개념들 간의 의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학문적・실천적 입장 차이가 빚어지기도 한다. 관행 개념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 혼돈의 실태와 원인을 해명할 필요가 있

다. 관행과 흔히 혼동되는 한 예로 계약과 관행의 관계를 살펴보자.

   관행을 의미하는 영어의 ‘convention’이나 계약을 의미하는 

‘contract’는 공히 어원적으로 보면 “협력하다”는 뜻을 가진 용어이

다. 영어의 convention은 라틴어의 con+venir에서 나온 것으로서 “같이 

오다” 혹은 “협력하다”를 의미한다. 영어의 contract 역시 라틴어의 

con+trahere에서 나온 것으로서 “같이 끌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러므로 18세기 서구의 정치・사회학도들도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

분하지는 않았다. 이런 혼용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국제 협

약을 의미할 경우에도 conven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

2) ‘practice’에 한 번역어로 실천, 실행, 실무, 관례 등이 사용되지만 확립된 용어는 없
다. 본고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 강조점, 그리고 표현력과 이해가능성을 고려
하여 문맥에 따라 ‘실천’이나 ‘실행’으로 옮기고, 필요한 경우 원문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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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이처럼 관행과 계약은 여전히 착종(錯綜)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

만,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두 개념 간의 차이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행의 특별한 본성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3) 관행 담론의 두 차원:‘관행’과 ‘관행주의’

   이론 영역에서 관행을 둘러싼 또 하나의 유의미한 개념적 혼돈이 있

다.4) 특히 철학적 담론에서 관행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첫째는 존재하는 실재로서 ‘관행 그 자체’의 차원이고, 둘째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행주의적인 이해방식’의 차원이다. 양자를 구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행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행주의(conventionalism)’란 어떤 현상이 관행으로부터 발생하고 

관행에 의해 결정된다는 교의(doctrine)를 뜻한다.5) 다시 말해, 어떤 종류

의 근본 원리들이 사회 안에서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철학적 태도를 관행주의라 한다. 관행주의를 명확히 정의하

거나 그 본질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레스콜라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관행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공유되는 관행주의의 특별한 

공통 테제는 “어떤 의미에서 동등하게 좋은 대안적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관행주의란 특정 현상이 ‘우리에게 달려있다(up to 

us)’는 관점에서의 분석틀이다. 즉, 인간본성이나 비 인간세계의 본래적

인 초월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

3) 박효종, 국가와 권위, 박영사, 2001, p. 334.
4) ‘관행’, ‘관행적인 것’, 그리고 ‘관행주의’라는 표현들 사이에 혼란이 있다. 넬슨 굿맨은 

‘관행’과 ‘관행적’ 이라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애매하다고 지적하면서, ‘관행적인 것’의 
애매성을 두 차원에서 구분한다. 첫째, ‘관행적’은 통상적인・보통의・전통적인・정통적
인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일탈적인・예측되지 않은・이단적인 것과 립되는 개념이
다. 둘째, ‘관행적’은 인위적인・발명된・선택적인 것으로서 자연적인・근본적인・강제
적인 것과 립된다. Nelson Goodman, “Just the Facts, Ma’am!”, In Relativism: 
Interpretation and Confrontation, Michael Krausz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 p. 80.

5) Michael Rescorla, “Conven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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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우리가 우리의 관행을 선택한다는 관념이 관행주의의 핵심을 이룬다.

   앞서 말했듯이, 철학적 담론에서 관행은 ‘관행 그 자체’와 어떤 대

상에 대한 ‘관행주의적 이해방식’이라는 두 차원에서 논의된다. 전자

는 주로 ‘사회적 관행 이론’으로, 후자는 ‘관행주의’로 양분되어 발

전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분리 경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

히 기존의 일부 관행주의 이론들은 관행 그 자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공허한 개념6)이거나 혹은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는 일종의 공리처럼 

받아들인 채, 현상에 대한 관행주의적 설명에만 천착하는 특징을 보이기

도 한다. 그러나 건실한 관행주의라면 문제의 맥락이나 설명 대상에 대

한 고려와 함께 관행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

대, 관행주의는 관행에 대한 특정 개념관(conception)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관행주의 논의 역시 ‘관행 그 자체’에 대한 충실한 

선행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법적 영역에서의 관행

1) 관행과 법 실무: 관행 관련 판례들

   법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관행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 영역에서 

관행은 추상적인 이론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판결에서도 큰 의의를 갖

는다. 예전에는 관행이 주로 ‘관습법’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다루어

졌지만, 최근에는 ‘관행 그 자체’를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거나7) 법

6) 이러한 입장은 퍼트남의 저술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형식주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등가
적인 선택지들 중에 결단하고 채택하는 것이 관행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관행
을 기술할 필요가 없음” “우리는 단순히 단어들을 사용하는 두 가지 특정한 방식들 중
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관행을 기술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진정 올바른 
것인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말한다. 힐러리 퍼트남 (홍경남 옮김), 존재론 
없는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6, pp. 76-78. (번역의 일부는 필자가 수정하였음.)

7) ‘관행 그 자체’를 다룬 판례들: (가) 법원 2011.5.13.선고 2008두18250판결(‘비과세관
행의 성립과 소멸’), (나) 법원 2013.12.26.선고 2011두5960판결(‘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다) 법원 2014.2.27.선고 2011다109531판결(근로계약과 노동관행-“전기요금 
지원관행”), (라) 법원 2013.2.15.선고 2011도5835판결(‘저작물 인용’), (마)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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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해석의 기준 혹은 판결의 정당화 근거로 고려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행 개념이 사법판결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철학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개념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명확히 보이기 위해 실제 판례들을 통해 접근해보자.8)

∎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

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그러

한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

리고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

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

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1.05.13. 선고 2008두18250)

￭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

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

어야 한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109531)9)

   최근에는 관행의 성립 및 존재 조건, 소멸시점 등을 직접적인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판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관

행’이란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진정한 의미

에서 관행을 뜻하는 것일까? ‘상당한 기간에 걸친 객관적 사실의 존

재’, ‘확정적인 의사 표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과 같은 요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임금) 등이 있다. 
8) 다만 서론에서는 각종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

키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에서 멈춘다. 이를 기초로 본론 각 장에서 개별 주제들
을 분할하여 상세하게 논의를 이어간다.

9) 한 학설은 이 판례를 해석하면서 “규범적 관행설” 이라 칭하기도 한다.  김형배, 노동
법, 박영사, 2014,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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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은 관행의 성립에 필수적인 것일까? 그렇다면 관행은 관습과는 어떻

게 구별되는가? 관행 이론은 이런 물음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판례에서 말하는 ‘관행’은 모두 동일한 층위를 갖는 것일까? 

예컨대 헌법적 사항에 관하여 거론되는 관행의 여건과 민사법적 사항에 

관한 관행의 그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관행에의 참여자들이 모

두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능동적으로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예컨대, 위에 인용된 비과세관행 판례에서의 

주체들은 여러 면에서 비대칭적인 위상을 가지며, 사인은 능동적인 상호

작용의 주체라기보다는 행정청에 비해 수동적인 위치에 머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그 규범은 전형적인 관행 형성의 조건을 이루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관행의 여건에도 다양한 층위

와 복잡한 내적 구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10)

   관행의 규범성이나 효력과 관련된 판례들도 많다. 그동안 우리 최고

법원들은 관행을 규범력이 없는 단순한 사회적 사실로 취급해온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최근 관행의 규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보인다. 

그리고 관습법의 효력 판단과 관련해 ‘정당성과 합리성’이라는 고도로 

추상적인 철학적 기준을 끌어들임으로써 또 한 번 혼란을 초래했다.

￭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

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

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 (대법원 2005.7.21.선고 2002다1178전원합의체판결)

￭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

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

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

10) 이 주제는 본고 제3장 제2절(‘관행의 복잡성과 역동성’)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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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라도, (...)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두5940)

   ‘관행 존중의 원칙’, ‘잘못된 관행’, ‘공정한 관행에 합치’ 등

의 표현에 주목해보자. 법원은 여러 법철학적 개념들을 판결의 근거로 

삼지만 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논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관행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제도적으로 강제한다. 이런 형국은 관행

의 개념과 규범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관행과 실정법학

   실정법규나 학설에서도 관행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가장 친숙하게는 

민법에서의 관습(법)과 관련된 규정들11)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민사법 영

역에서는 ‘관행’과 ‘관습’의 용어가 혼용되곤 한다. 이와 함께 국세

기본법의 해석과 관련한 실정법학에서의 논의도 살펴볼만한다. “관계당

사자의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은 단순한 관행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

진 때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12)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관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법의 한 학설은 “우리나라에는 노사의 법적 확신을 기초로 한 

전국적 규모의 노동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기업체 내

지 사업장에서 그 경영 내의 근로관계 내지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노동관행은 드물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작업 후에 해당근로자가 

11) 민법에서 관습이나 관습법에 관한 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
다.; <민법 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2)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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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설과 작업장소를 정비-청소한다든가, 추석 때 사용자가 추석위로

금을 지급하는 등과 같은 관행은 이에 속한다.”13)고 적고 있다. 학설은 

추석위로금 지급을 노동관행의 예로 설명한다. 또한 노동관행을 노동법

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면서, 그 적용범위나 규모를 기준으로 노동관행

과 노동관습법을 구분한다. 이런 설명은 타당한가? 노동관행의 법원성(法

源性)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노동관행은 보통 경영 내에서 동일한 행태 내지 급부가 사실적으로 여러 차

례 아무 유보 없이 반복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학설은 이와 같은 노동관행에 

대하여 청구권 부여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 관해서는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리구성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전통적 학설에 

의하면 계약상의 합의라는 전제하에, 또는 그러한 의제 하에 노동관행의 효

력을 인정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경영상의 행태가 반복되면 그러

한 행태 내지 급부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추단되거나 묵시

적 의사가 인정된다고 한다.14)

   이런 설명에 따르면 관행의 성립은 “동일한 행태 내지 급부가 사실

적으로 여러 차례 아무 유보 없이 반복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리

고 관행의 효력 근거로서 계약이론을 동원하는 입장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법이나 국제법 영역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새로운 개념들은 관행

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학설이나 전통적인 관습법 이론으로는 설명되기 

힘든 반례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예기 관행’15)이나 ‘인스턴트 

관습법’ 등이 그러하다. 결국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 효력 근거에 

대한 보다 적절하고 개선된 설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13) 김형배, 노동법, 2014, p. 100. (강조 및 밑줄 표시는 필자에 의한 것임.)
14) 김형배, 위의 책, p. 100. 
15) ‘예기 관행’이란 행정법에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처음 등장

한 개념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선례를 요하는가에 하여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독일 연방행정재판소는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큰 의미를 가지겠지만, 행정
규칙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행정규칙을 선취된 행정관행(예기관행)’으로 평가
하여 자기구속을 인정한 바 있다. 즉 앞선 관행이 없어도 재량준칙이 마련된 경우는 미
리 그 관행을 예상해준다는 것이다. 표적인 독일 판례로 BVerfGE 52, 193,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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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행과 법철학, 그리고 법 현실

   법에 있어서 관행은 또 다른 차원에서 더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중요

성을 갖는다. “법의 기원은 무엇이며, 법체계와 개별법이 효력 있고 권

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관행’에 기하여 내리는 것이다. 즉, 법의 본성과 연원, 토

대를 해명하고 법의 규범성과 법적 권위를 정당화하는 하는 개념 도구로

서 관행이 논의되는 차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무엇이 법인지를 식별

해주고 해당 법체계 전체에 효력과 권위를 부여해주는 법의 토대에는 법 

공직자들의 규범적 실천이 있고, 그것의 본질이 ‘관행’이라는 견해이

다. 이는 법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물음을 다룬다.

   또한 다차원적인 법다원주의가 새로운 법 현상으로 등장하는 오늘날, 

법의 생성과 기원, 그리고 법효력의 토대에 대한 기존의 국가법 중심적

인 설명은 적실성에 한계를 보인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도 ‘법이

란 조정상황에 직면한 행위주체들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수렴된 

규범적 질서’라는 관행 개념에 기한 설명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법 실무나 법 이론 영역에서 관행 개념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다. 그러나 관행 그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법철학적 탐구는 그 중요성에 

비춰보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16) 이런 배경 하에 본고는 관행의 개

념과 규범적 속성, 그리고 평가 문제 등을 다각도로 해명하고자 한다.

16) 국내 법철학 분야에 한정하면, 관행이나 관행주의를 다룬 표적 저술은 다음과 같다. 
박준석, “관행과 법의 지배”, 법철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3.; 안준홍, “87년 체제와 
승인규칙의 변화”, 외법논집, 제36권 제4호, 2012.; 안준홍, “승인율의 규범성에 한 
일 고찰”, 법철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3.; 양선숙,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
립에 한 비판적 검토”,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 2006.; 양선숙, “흄의 정의론 연구-
재산권 규칙의 정립과 관련한 묵계(Convention)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 2010.; 양선숙, “법, 규범성, 그리고 규칙 준수의 동기에 한 관행론적 
이해”,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권, 2012.; 이정훈, “법실증주의 승인율과 관행에 관한 
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7.; 이정훈, 포용적 법실증주의 법개념 연구: 조
선시대 법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이정훈, 
“법개념 논쟁을 통해 본 관행과 법해석의 재량”, 문학・사학・철학, 제15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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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1. 연구의 목표

1) 연구의 두 단계 목표

   본고는 “관행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법 이론적 탐구이다. 이를 위

해 필자는 크게 두 단계의 목표를 설정한다. 우선 선행 연구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를 통해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 효력 근거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것이 본고를 관통하는 제1단계 목표이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판례들을 통해 몇 가지 법철학적 논점들을 추출해보자.

① 관행이란 무엇인가? : <관행의 개념>

  (①-1) 정당한/공정한/잘못된 관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그 처우와 효력은?

② 관행의 성립, 존재 조건과 소멸시점은? : <관행 성립・존재・효력요건>

③ 관행 존중의 원칙의 의미와 위상, 효력은? : <관행 규범성과 법적 위상>

  (③-1) ‘관행 존중의 원칙’과 ‘합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의 관계는? : <관행의 지배와 법의 지배>

   본 연구의 제2단계 목표는 대안적인 관행 이론 구상이다. 이런 기획

의 이유로는 첫째, 기존의 사회적 관행 이론들은 관행의 본질을 해명하

는데 불충분한 면이 있고, 둘째, ‘법 이론으로서 관행 이론’에 대한 

특별한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법적 영역에서 관행의 개념과 효

력 등을 논할 수 있는 특별한 이론이 필요하다. 요컨대, 본고는 ①일반 

이론의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행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며, 나아가 

②법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법학적 관행 이론’ 정립

을 본 연구의 제2단계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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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가지 세부 과제

   연구의 제2단계 목표로 제시한 대안적인 관행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서는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논의 방향의 설정, 그리고 관점 도입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아래 제시된 두 가지 세부 과제들을 설정한다.

(1)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 규범성의 원천 및 정당화 근거:  <1단계 목표>

(2-A) 관행성을 보존하면서도,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유연한 관

행 개념과 동적 이론                 개념과 본성의 문제: <일반이론 차원>

(2-B) 관행성의 극단화17)를 제어하고, ‘나쁜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

                                     효력과 평가의 문제: <법 이론 차원>

   추가된 두 가지 세부 과제는 대안 이론을 구상하게 된 필자의 문제의

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 해명이라는 본고

의 제1단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과 연구 방향을 제공한다. 

그 중 첫 번째는 일반 이론의 차원에서 ‘동적 관행 이론’과 연결된다. 

이는 관행을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는 일부 경직된 이해방식에 대한 대안

으로 볼 수 있다. 대안 이론은 관행 개념 자체를 유연하게 파악한다. 그

리고 관행의 형성과 발전,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한다. 두 

번째는 ‘법 이론으로서의 관행 이론’의 과제로서, 관행의 규범성을 탐

구하고 ‘나쁜 관행’의 의미와 효력을 논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한다.

   본 연구의 두 단계 목표는 궁극적으로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관행 이

론을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의 근저에는

‘변화’와 ‘안정’ 이라는 두 개의 축이 조화를 이루고, 관행의 지배

17) ‘관행성(conventionality)’의 핵심은 ‘임의성’과 ‘준수 의존성’에 있다. 그런데 이 요소
들은 경우에 따라서 무제약적으로 극단화되거나 부정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
것이 바로 본고가 말하는 ‘나쁜 관행’의 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법의 영
역에서라면 무한정 방임할 수만은 없으며, 이를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규범적 원리나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세한 사항은 본고 제4장 제2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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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온한 공존과 협력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정신이 

자리한다. 그리고 관행에 대한 새롭고 적절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법 이

론으로서 관행 이론의 중요성과 가치를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다. 관행에 

대한 법철학적 탐구로서 이런 적극적인 문제 설정 자체가 갖는 의의도 

적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미약하나마 기여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 받기를 희망한다.

2. 연구 범위의 한정

   본고는 관행에 대한 근본적이고 토대적인 연구이다. 관행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론 유형들로는 예컨대 사회적 관행 이론, 관행주의, 법관행

주의, 관습법론 등이 있다. 본고는 이 모든 연구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관행 그 자체에 대

한 충실한 연구에 집중하고자 연구 범위에 있어 몇 가지 제한을 둔다.

   첫째, 관행주의18) 혹은 법관행주의를 연구 주제로 삼지 않는다. 관행

주의는 관행의 본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혹은 배경적 차원

에서 필요한 한에서만 언급된다. 본고는 어디까지나 ‘관행 그 자체’에 

논의를 집중한다. 둘째, 본고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다루지 않는다. 

필자는 법관행주의가 양자 중 어느 한 입장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는 발

상 자체를 거부한다. 본고는 하나의 법 이론으로서 관행 이론의 가능성

을 논하고 그 기초를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관습이나 관습법을 주

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관행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관습

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관습(법)에 대한 온전한 연구는 법사

학적 탐구의 도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충실한 관행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로 섣불리 범위를 확장하면 오히려 연구의 초점을 흐리고 

18) 철학에서의 관행주의를 다룬 표적인 문헌으로는 Yemima Ben-Menahem, 
Conven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국내에서 이 주제를 다룬 글
로는 박준석, “관행과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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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관습이나 관습법에 관한 논의는 관행

의 본성 해명에 필요한 수준과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다룬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고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파트 1>은 일종의 예비적 탐

구로 제1장과 제2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왜 관행이 중요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두 물음을 중심으로 관행 연구의 필요성과 연

구 목표를 밝힌다. 관행 개념의 편재(遍在)성과 모호성을 일반적 차원과 

법적 차원에서 확인한다. 특히 법의 영역에서 관행 연구의 필요성을 밝

히고자 우리 최고법원 판결과 실정법학을 소재로 삼는다. 이를 통해 관

행 개념에 관한 본격적인 법철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쟁점들을 

추출한다. 본 연구의 두 단계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 과제들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들을 유형화하여 살펴

보고, 각각이 갖는 의의 및 한계를 평가한다. 제1절에서는 흄과 루이스

를 중심으로 한 ‘조정 해법 모델’을 다룬다. 제2절에서는 루이스의 기

본 전제들을 거부하면서 등장한 ‘대항 모델’로서 길버트, 러, 리

칸의 관행 이론을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루이스적 조정 관행 모델을 받

아들이면서도, 그것이 갖는 설명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관행 

유형을 제시하는 마머의 ‘복합적 관행 모델’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의 

선행 연구 검토는 다소 전방위적인 측면은 있지만, 이후 본격적인 논의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기초로 제3장 이하에서는 

각 주제를 분할하여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탐구를 이어간다.

   <파트 2>에서는 대안적인 관행 이론을 제시한다. 제3장은 관행의 개

념과 존재 조건을, 제4장에서는 관행의 효력과 관행 평가라는 주제를 중

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제3장은 본 연구의 제2단계 목표의 첫 번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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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제4장은 두 번째 과제를 해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제3장 제1절에서는 조정 관행 모델을 출발점으로 삼아 관행의 개념적 

구조와 요소를 분석하고, 몇 가지 대안적인 이론적 시도들도 검토한다. 

제2절에서는 기존의 일부 관행 이론들이 보이는 ‘정적 접근’의 한계를 

논한 뒤에, 관행에 대한 동적 이론을 구상해본다. 동적인 관행 이론 모

델은 ‘개념관(conception)’과 ‘주제(theme)’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필자의 첫 번째 문제의식과 제1절 및 제2절에서

의 연구 성과를 결합하여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관행의 효력과 평가 문제를 다룬다. 제1절에서는 “규범

으로서의 관행” 이라는 명제 하에, 관행이 갖는 규범성의 양상과 특징

을 탐구한다. “관행은 특별한 종류의 규범”이라는 주장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입장도 소개한다. 그리고 관행의 규범성의 원천 및 책무산출의 

정당화 근거들을 논한다. 제2절에서는 소위 ‘나쁜 관행’이라는 병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관행의 효력과 관행 평가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필

자는 ‘나쁜 관행’의 개념적 가능성과 의미를 논하고, “관행 존중의 

원칙”과 ‘추정적 효력 테제’ 등을 주장한다.

   <파트 3>은 관행 이론의 법적 적용 및 본고의 결론부에 해당한다. 제

5장에서는 ‘법의 관행’ 이라는 표제 하에, 관행 이론의 성과를 법의 

영역에 적용해본다. 제1절에서는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제3장 제

3절)에 법적 요건을 더하여 ‘법적 관행 정식’을 제안한다. 이를 기초

로 관행과 관습의 개념 상관식을 논한다. 제2절에서는 본고의 관행 이론

을 실제 판결에 적용・분석함으로써 이론의 의의와 성과를 확인한다. 제

3절에서는 관행과 법의 관계에 대한 법 이론적 시도를 세 차원으로 구분 

한 후, 대안 이론에 기초하여 각 명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제6장은 본고의 결론이다. 제1절에서는 본고의 연구 결과를 요약・정

리한다. 제2절에서는 관행 이론의 의의와 전망을 간단히 제시한다. 마지

막으로 제3절에서는 후속 연구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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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관행 이론의 변천

   “관행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사회적 관행 이론들의 발전 양상은 

크게 세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관행 이론의 고전격인 

흄-루이스를 대표로 한 “조정 해법 모델”과 그것을 정교화 하여 발전

적으로 계승해온 흐름이 있다. 이는 주로 게임 이론에 터 잡은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반면에 루이스적 관행 이론의 기본 전

제들을 거부하면서 전면적 대안을 주창한 이론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러, 리칸, 길버트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루이스적 조정 관

행 모델을 받아들이면서도, 구성적 관행, 심층・표층 관행 이라는 새로

운 유형을 추가하여 복합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을 제시한 마머의 연구가 

있다. 특히 마머는 법체계를 이루는 모든 법들의 효력 근거가 되는 토대 

규범의 본성을 관행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특별함을 갖는다.

   이러한 이론사적 흐름을 기초로, 이하에서는 ①“조정 해법 모델”

(제1절), ②“대항 모델”: 루이스적 관행 이론을 넘어(제2절), ③마머의 

“복합적 관행 모델”(제3절)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1절 조정 해법 모델

   “조정 해법 모델”은 관행을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해

결책의 일종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으로는 관행 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되

는 흄(David Hume)과 루이스(David Lewis)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오늘

날 활발히 논의되는 관행 이론들 중 상당수가 흄-루이스 이론에 대한 계

승 혹은 비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발전해왔다는 점에 비춰보더라

도 이 모델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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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흄의 관행 이론19)

1) 위상 및 사상적 기초

   흄이 관행 이론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그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을

까? 흄의 시대에는 우리가 사회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관한 세 개

의 주요한 이론적 시각들이 있었다. 신에 대한 두려움, 계약주의적 합의 

혹은 동의, 그리고 국가에 의한 드라콘식의 엄격한 강제가 그것이다. 흄

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강하게 거부한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의 전략적 분석과 더불어 인간본성에 대한 그의 심리학적 이론

으로부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네 번째 비전을 제안한다.20) 이것이 바

로 흄의 관행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흄의 관행 이론은 정의(正義)론21)과 법론, 그리고 도덕철학과 실증 법 

19) 흄의 이론을 다룬 참고할 만한 해외 단행본으로는, David Miller, Philosophy and 
Ideology in Hume’s Political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Stanley 
Tweyman (Ed.), David Hume: Critical Assessments, Routledge, 1995.; James 
Allan, A Sceptical Theory of Morality and Law, Peter Land, 1998.; James 
Baillie, Hume on Morality, Routledge, 2000.; Russell Hardin, David Hume: 
Moral & Political Theorist,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Rachel Cohon, 
Hume’s Morality: Feeling and Fabr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Fate Norton, Jacqueline David・Taylor, The Cambridge Companion to Hume,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Elizabeth S. Radcliffe 
(Ed.), A Companion to Hume, Blackwell Publishing, 2008.; Jenry E. Allison, 
Custom and Reason in Hume: A Kantian Reading of the First Book of 
Treatis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Andrew Sabl, Hume’s Politics: 
Coordination and Crisis in the History of Englan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Ken Mackinnon (Ed.), Hume and Law, ASHAGTE, 2012.

20) Hardin, David Hume: Moral & Political Theorist, p. 81.
21) 흄은 도덕 철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정치철학자로 평가된다. 그리고 흄의 관행 이론과 

정의론은 그의 사회철학의 핵심 부분으로 이해되어왔다. 엄정식 교수는 흄의 사회철학
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정리한다. 첫째, 사회제도나 규약(convention)의 기원
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의 문제에 하여 경험적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
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근 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유주의 사회철학에 하여 혹독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자기 자신의 심리주의적 도덕이론을 사회철학에 일
관되게 확 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엄정식, “흄의 정의론”, 사회철학대계1: 
고전적 사회철학사상, 민음사, 1993,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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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가교하는 위상을 갖는다.22) 흄은 법과 정의에 대한 이분법적 인

식을 탈피하고, 시민사회의 정의법칙들은 모두 인간의 인위적인 창안물

로서 ‘관행’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본다.

   흄의 사회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의 기원을 설명함에 있

어서 합리적 전제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경험론적 설명으로 대체한다는 

데 있다.23) 흄에 의하면 사회와 그 관행은 필요, 경향성, 습관 등의 결과

로 나타난 것이지 자연 상태의 불편함 때문에 구성원들의 합리적 결정의 

결과로 사회와 국가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말하자면 사회를 형

성해 가는 동안 구성원들은 점차적으로 사회생활과 그 관행의 유익한 점

을 의식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가 구체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24) 

관행을 통해 사회와 국가의 형성, 그리고 재산권 규칙으로서 정의의 기

원을 설명하려는 것이 흄 관행 이론의 목표이자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2) 내용과 특징

   흄에게 있어 관행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타산적 개인들 사이에 어

떤 불편성에 대한 구제책으로 의도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법규칙은 

별도의 입법자나 조직체 없이 개인들이 일정한 인류학적, 자연적 조건 

하에서 행하는 전략적 상호반응들이 일치되게 수렴하면서 출현한다. 흄

은 사람들이 자기이득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서로의 행동을 함께 ‘조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의 ‘일치(agreement)’라는 의미로 ‘관행’

이라는 표현을 썼고 관행이야말로 사회규범의 원천이라고 보았다.25) 흄

의 이론은 관행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22) Gerald J. Postema, “Hume’s Jurisprudence: Law, Justice, Human Nature”, in 
Bentham and the Common Law Tradition, Clarendon Press, 1989.

2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7세기와 18세기를 풍미하던 자유주의 사상은 매우 추상적인 ‘권
리’ 개념과 합리적으로 자명한 ‘자연법’ 개념 및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성립되었다. 흄은 
이러한 두 가지 이론적 경향에 해서 모두 반 하면서 안적인 이론을 마련하고자 노
력하였다.  엄정식, “흄의 정의론”, p. 400.

24) 엄정식, 위의 글, pp. 400-401.
25) 양선숙, “법, 규범성, 그리고 규칙 준수의 동기에 한 관행론적 이해”,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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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흄은 관행의 개념 분석에 천착하기 보다는 그것이 가진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실천적 힘에 주목하는 실용주의적 설명법을 택했다. 이를 통해 

그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관행을 정의한다.

관행이란 공통이익에 대한 감각(a sense of common interest)26): 이는 각자가 

마음 속에 느끼는 감각(sense)이자, 자신의 동료들에게서 감지하는(remark)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일치되게 행동체계의 일반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며, 이는 공적 효용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27)

정의는 일종의 관행이나 (상호 간의) 일치를 통해 스스로 확립된다. 다시 말

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라고 상정되는 이익에 대한 감각을 통해 정

의가 스스로 확립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모든 개별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리라는 기대 속에 수행된다. (...)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사

례를 모방하리라는 가정에 따르는 경우에만 나는 (정의라는) 이 덕을 받아들

일 마음이 내킬 수 있다. 오직 이런 결합만이 정의를 유용하게 만들 수 있거

나, 또는 나 자신이 정의의 규칙에 따르도록 할 동기를 나에게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이다.28)

   흄에게 있어서 관행은 정의(正義)의 전제조건이 된다. 흄에 의하면 

“안정성 있게 외형적 재화를 소유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운과 근면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평화롭게 향유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

들이 참여하는 관행”이 필요하다29)고 한다. 그리고 관행의 출현과 함께 

정의의 개념이 그 윤곽을 드러내는 이유는 그것이 지켜지는지의 여부에 

26) 흄의 관행 모델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공통 이익(共
益, common interest)감’이다. 이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한 감각을 말한다. 본고는 
‘공통 이익(共益, common interest)’은 ‘사익(私益, private interest)’과 다를 뿐 아니
라 공적인 가치를 내포한 ‘공익(公益, public interest)’과도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7)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ich sense each man feels in his own breast, which he 
remarks in his fellows, and which carries him, in concurrence with others 
into a general plan of system of actions, which tends to public utility.”  
David Hume, A Treaties of Human Nature, L.A.Selly-Bigge (Ed.), Oxford 
Clarondon Press, 1955, p. 490.

28) Hume, 위의 책, p. 
29) Hume, A Treaties of Human Nature, p.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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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의와 불의의 관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30) 또한 흄은 “공적 

유용성이 정의의 유일한 근원이며, 이 덕목의 유익한 결과들에 대한 고

려가 그 가치의 유일한 토대이다”라고 주장한다.31)

   흄의 관행 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 ‘사익을 추

구하는 타산적 개인’이라는 인간학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들은 각

자의 사익 실현을 넘은 공익(公益) 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둘째, 관

행이란 명시적 약속・계약・승낙이 아닌 ‘일치’의 산물이며, 셋째, 관

행적 합의는 상호 연관된 행위들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제도나 체제로 응

집된다. 넷째, 관행은 참여자들의 행위 및 기대의 상호 의존성의 산물이

다. 다섯째, 관행 준수에의 동기를 부여하는 원인은 단순 순응주의(mere 

conformism)라기보다는 관행에 의한 개인적・공통의 이익 실현에 대한 

기대에 놓여있다. 여섯째, 관행 성립에의 최초 동기는 개인의 사익 추구

지만, 관행은 궁극적으로 공적 효용에 기여하게 된다. 흄 관행 이론의 

핵심 요소와 설명 구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관행의 자연적 여건은 두터운 상호 의존성과 되풀이되는 상호작용들이다.

② 관행적 합의는 상호 연관된 행위들로 구성되는데, 이는 제도나 체계로 응

집된다.

③ 구조화된 상호관계들의 패턴, 행위의 정규성이 중요한 본질적 이유는 

‘실천됨’ 보다는 상호 연관된 행위의 패턴이라는 점이다.

④ 관행은 행위 및 기대의 상호 의존성의 산물이다. 단순 ‘순응주의’가 아

닌 ‘상호성(mutuality)’ 혹은 ‘준수 의존성’이 흄 관행 이론의 핵심이다. 

⑤ 관행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인위적이다. 첫째는 (우연적, 암묵적이고 자

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수립된’ 것이라는 점에서, 둘째는, 그 

자체로는 그 어떤 명백한 내적 장점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32)

30) Hume, 위의 책, p. 490.
31) David Hume, Enquiries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L.A.Selly-Bigge 

(Ed.), Oxford Clarondon Press, 1951, p. 183. (번역은 엄정식, “흄의 정의론”을 참
고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함.)

32) Postema, “Hume’s Jurisprudence: Law, Justice, Human Nature”.; 
Gerald J. Postema, “Hume’s Jurisprudence: Common Law Conventionalis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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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흄의 관행 이론 평가

   흄의 관행 이론의 특징은 재산권 규칙과 정의(正義)의 기원을 관행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흄의 관행 이론은 그의 정

의론의 다른 면이라고 논해지며, 종종 커먼로 관행주의33)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흄의 정의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도덕의 문제 또는 정의론을 다룰 때 흄이 취한 규약주의34)는 도덕적 가치의 

선험성과 실재성을 거부하고 동시에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도 도덕적 의무의 근거를 찾아내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정의의 문제 또는 

정부론에서도 흄의 규약주의는 사회계약론을 거부하면서도 사회나 정부의 

기원을 설명하고 또 정부에 복종해야 할 의무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는 이론적 대안이다.35)

   이러한 흄의 정의관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 점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효용과 유용성의 관념, 공감 기제, 그리고 합당성

(reasonableness)의 관념이다. 이 중 특히 유용성과 관련하여, 흄의 관행 

Bentham and the Common Law Tradition, Clarendon Press, 1989. 참고.
33) 커먼로 관행주의에 관한 표적인 문헌으로는 Gerald J. Postema, “Philosophy of 

the Common Law”, in The Oxford Handbook of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f Law, Coleman, Jules and Shapiro, Scott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포스테마에 따르면, 커먼로 법리학은 법을 일종의 제도화된 관행이나 관행들의 
복잡한 집합으로 인식한다. 이 이론에 한 현 적 표명(contemporary articulation)
을 포스테마는 ‘커먼로 관행주의’라고 칭한다. 그는 커먼로 관행주의와 실증주의적 관행
주의를 비교 조한다. 그리고 커먼로 관행주의는 하트의 실증주의적 관행주의와, 하트 
이론에 의해 영감을 받은 안적 설명들로부터 중요한 방식의 차이를 빚으며, 커먼로 
관행주의는 두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서 실증주의적 관행주의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
다. 자세한 사항은, Postema, “Philosophy of the Common Law”, pp. 600-602.을 
참고.  또한 흄의 정의론은 그의 도덕철학 및 사회철학, 그리고 법 이론적 측면을 포괄
하여 ‘관행주의적 정의론’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Gerald J. Postema, 
BENTHAM and the Common Law Tradition, Oxford, 1989, pp. 110-146.

34) 여기서 ‘규약주의’는 “conventionalism”의 번역으로 본고에서는 ‘관행주의’라고 옮겼
다. 이러한 차이는 ‘convention’에 한 번역어의 차이-규약, 관행-에서 기인한다. 이 
면의 본문에서는 인용한 원문의 표현을 그 로 옮긴다.

35) 김용환, “흄의 규약론에서 본 정의론과 정부론”, 사회계약론 연구, 한국 사회・윤리연
구회 엮음, 1993,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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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종종 공리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흄에 의하면 유용성

은 도덕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부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 그는 사회적 덕목들의 유용성이 “적어도 

그 가치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아주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시인과 존중

의 원천” 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한다.

유용성은 승인할 만하고 우리의 승낙을 얻어낸다. 이것은 일상적 관찰에 의

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유용하다니? 무엇을 위해? 분명히 누군가의 이

익을 위해 그렇다. 그렇다면 누구의 이익인가? 단순히 우리들 자신의 것만은 

아닌데, 우리의 승낙은 흔히 그 이상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승인되는 성격이나 행위에 의해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이익이어야 한다. 그

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동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36)

   이런 해석에 따르면, 흄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정의가 전적으로 

인간의 인위적 고안물이고 전통과 관습 속에서 자라온 산물에 지나지 않

는다.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시행할 의무는 오로지 유용성이나 공리성

에 근거한다.37) 하지만 관행 준수에 대한 지극히 공리주의적인 이 해석

이 과연 온당한지에는 의문이 든다. 물론 흄의 사회철학이나 도덕이론이 

지니는 실증주의적 요소는 정의가 공리성에 근거한 인위적 덕목임을 강

조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장하여 흄의 관행 이론을 공리주의적인 것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가 유용성을 사회철학과 정의론의 근거

로 제시하더라도, 에이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흄은 유용성을 반드시 

쾌감의 극대화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유용성은 타인이 어떤 

욕망을 마음에 품든 간에 만족을 주는 것에 존재할 수 있다38) 는 뜻으로 

완화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흄의 정의관은 분명 공리주

36) Hume, Enquiries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p. 218. (번역은 엄정식, 
“흄의 정의론”을 따름.)

37) 엄정식, “흄의 정의론”, p. 405.
38) A.J. Ayer, Hume,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 129. (여기서 인용 면수는 번

역서를 따름.  A.J. 에이어 (서정선 옮김), 흄의 철학, 서광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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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의 입장과 구분된다. 그는 정의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칭송하는 대

상,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간

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39) 또한 공리주의적 해석만으로는 담아내지 못

하는, 흄의 관행 이론이 갖는 다른 특별함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반면에 흄의 논의에서 일정한 규범력을 산출하는 관행의 성격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도 있다. 첫째, 관행은 반복 가능한 행위를 통해 성립

한다. 둘째, 관행은 합리적인 존재 이유를 갖고 있고 이 존재 이유에 따

라40) 수범자는 반복된 행위에 관여한다. 셋째, 관행의 존재 이유는 수범

자에게 내재화되어 수범자는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책무감을 느낀다.41)

   마지막으로 흄의 관행 이론이 갖는 현재적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흄의 이론이 현대의 여타 관행 이론과 구별되는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건대, 흄의 관행주의42)와 현대 법철학에서 논의되는 법관

행주의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들 중, 적어도 사회적 배경의 측면에서는 

공식적인 법체계의 존재여부를 들 수 있다. 원래적 형태의 흄의 관행주

의 이론은 사회가 처음 형성되고, (정의) 규칙이 최초로 성립되는 상황을 

배경이자 설명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오늘날 법관행주의가 논의되는 배

경의 기저에는 어느 정도 성숙한 실정법체계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 추가적인 규범체계로서 관행질서의 성립을 설명하거나, 기

존 법체계가 갖는 권위나 효력의 토대를 해명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 점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는 영역이나 초국가

39) Ayer, 위의 책, pp. 129-130. 
40) 원문에는 “관행은 합리적인 존재 이유를 갖고 있고 이 존재 이유는 수범자는 반복된 

행위에 관여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 존재이유는 수범자는” 부분은 오기로 생
각되기에, 문맥에 맞게 필자가 수정하였다.   양선숙,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
립에 한 비판적 검토”, p. 240.

41) 양선숙, 위의 글, p. 240.
42)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관행주의”란 어떤 상이 관행에 의해 발생하거나 관행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는 철학적 태도를 말한다. Rescorla, “Convention”, p. 4. 이러한 정
의(定義)에 비추어 본다면, 흄이 사회와 국가의 기원, 그리고 정의규칙의 기원을 관행을 
통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흄의 관행 이론은 ‘관행주의’로 명명될 수도 있다.



- 23 -

적 질서에 대한 관행주의적 해석과도 일면 상통한다. 즉 확립된 공식적

인 국가법이 부재하거나 기능부전 상태에 있는 경우 그 공백이나 결함을 

관행규범이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배경적 사실이 여타의 

사회적 관행 이론과 차별화되는, 흄의 관행 이론이 현재적 맥락에서 재

조명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런 해석과 평가는 흄의 ‘사회적 관행’ 이론이 ‘법적 관

행’ 이론으로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풍부하게 보여준다.

2. 루이스의 관행 이론

1) 이론적 전제

   루이스는 최초로 관행 개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관행 

이론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43) 그는 당시 대표적인 논리 실증

주의자였던 콰인의 공격에 대응하여 ‘언어가 관행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보이려 하는 과정에서 관행 개념 분석에 천착하였다. 즉, “언어

는 관행적이다.”라는 상투어에 대한 콰인의 회의주의적 반론에 응답하

기 위해 루이스는 새로운 관행 개념을 고안해낸다. 루이스의 관행 이론

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론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루이스는 흄의 기본적 관점과 결론을 순수 조정 게임 이론 모

델과 결합시켰다.44) 그는 관행 개념 자체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정식화

할 뿐 아니라 유사 개념들-합의・사회계약・규범・규칙・순응행위・모방

43) 예컨  골도니(Marco Goldoni)는 루이스의 연구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법관
행주의 학파의 첫 번째 물결(the first wave)은 루이스의 저서 Conventions의 출판 이
후에 등장했다.”  Marco Goldoni, “Multilayered Legal Conventionalism and the 
Normativity of Law”, in New Essays on the Normativity of Law, Hart 
Publishing, 2011, p. 159.

44) David Lewis, Convention, Blackwell Publishing, 1969, p. 3. 그는 책의 서두에서 ‘관
행은 공동 이익에 한 일반적 감각’이라는 흄의 결론을 그 로 인용하고, 관행 성립의 사
회적 작동기제(mechanism)에 관한 흄의 진술을 반복한다.



- 24 -

-과 대조하면서45) 관행이 갖는 특수한 개념적 구조와 특징을 규명한다.

   둘째, 루이스의 관행 정식은 ‘합리적 행위자의 합리적 추론’이라는 

확고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정이란 행

위자의 행위, 선호, 그리고 합리성에 관한 조화되는 상호 기대의 체계-1

차적 혹은 더 상위의 체계-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있

다.”46) 루이스의 관행 이론은 무엇보다 충분한 정도의 합리성을 가진 

행위자를 전제한다. 또한 그는 합리성・귀납적 기준・배경 정보라는 세 

가지 필수 보조 전제들을 도입함으로써 행위자들 간의 상호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기대와 선호의 체계를 정당화하는 추론 틀을 구상해낸다.47)

   셋째, 루이스의 관행 모델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경제적 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 혹은 게임하는 인간(‘호모루두스’48))이다. 루이스적 

관행의 관련 주체들은 주관적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기대 보수를 

측정하고, 자기 이익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산하는 경제

적 인간이다. 즉 경험을 통해 사태의 개연성을 파악하고, 더 많은 관련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결국 합리적 결정에 이르는 타산적인 합리적 주체

다. 이러한 인간학적 전제를 기초로, 루이스는 관행을 게임 이론에서의 

내쉬 균형49)의 특수한 한 유형으로 설명해낼 수 있게 된다.

45) Lewis, Convention, pp. 83-121.
46) Lewis, 위의 책, p. 33. 원문은 “Coordination might be rationally achieved with 

the aid of a system of concordant mutual expectations, of first or higher 
orders, about the agents’ actions, preferences, and rationality.”

47) Lewis, 위의 책, pp. 53-55.
48) 톰 지그프리드 (이정국 옮김), 게임하는 인간 호모루두스(존 내시의 게임이론으로 살펴

본 인간본성의 비밀), 자음과모음, 2010.  유사한 용어로 놀이하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
(Homo Ludens) 라고 부른다. 

49) 내쉬 균형이란 수학자 존 내시(John F. Nash)가 발견한 것으로서, 게임 이론 안에서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규형 게임에서 각 플레이어가 목록에 있는 다른 전략들에 

한 최선반응인 1개의 전략을 갖는다면 그러한 전략의 목록이 내시 균형이다.”   
Roger A. McCain(이규억 옮김), 게임 이론, 시그마프레스, 2013, p. 53.   내쉬 균형
은 어떤 행위자도 그것으로부터의 단독적 일탈을 통해 그의 보수가 더 증진될 수 없는 
균형점을 말한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내쉬 균형은 자기-강제적이고 따라서 안정성과 
자기-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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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루이스는 관행에 대한 기능주의적 이해를 보인다. 그는 관행에 

대한 최선의 이해는 전략적 상호작용에 관여된 합리적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 안에서 관행의 기능을 통해 이해될 수 있으며, 게임 이론이 이를 

위한 풍부한 개념적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런 기능주의적 설명

은 조정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조정 관행 모델의 핵심은 잘 표현하지

만, 다른 종류의 관행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50)

2) 루이스의 관행 정식

   루이스는 관행 개념을 행위의 정규성(regularity), 상호 기대 및 선호

(preference)의 체계로 구성한다. 다음은 루이스가 여러 비판들을 수용하

여 완화된 형태로 개선한 최종적인 관행 정식이다.51)

50) 마머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정 문제 해결이 아닌 사회적 실행을 구성하는 관행
의 유형, 즉 ‘구성적 관행’을 제안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고 제2장 제3절을 참고.

51) 루이스의 관행 정식의 변천과정 4단계는 다음과 같다. (A) 최초의, 투박한 정의(Lewis, 
Convention, p. 42.) ⇒ (B) 관행 존재를 위한 정의적 조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관행
의 완벽한 사례들에 맞춰진 정의(Convention, p. 58.) ⇒ (C) 수정된 정식: 예외를 허
용. 개연성(Convention, p.76) ⇒ (D) 최종적 정의(Convention, p. 78);

A. 루이스의 최초의 투박한 정의 (first, rough, definition) (p. 42.)

B. 관행 존재를 위한 개념 정의적 조건 (p. 58.): 예외 없이 적용되는 완벽한 사례

A regularity R in the behavior of members of a population P when they are 
agents in a recurrent situation S is a convention if and only if, in any 
instance of S among members of P,

(1) everyone conforms to R;
(2) everyone expects everyone else to conform to R;
(3) everyone prefers to conform to R on condition that the others do, since 

S is a coordination problem and uniform conformity to R is a proper 
coordination equilibrium in S. David Lewis, Convention, p. 42.

“관행의 존재의 정의적 조건들은 행위의 정규성, 상호기 의 체계, 그리고 선호의 체계
로 구성된다. 나는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만족스러워야할 뿐만 아니라(satisfied), 이는 그러하다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 공
통 지식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수정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regularity R in the behavior of members of a population P when they are 
agents in a recurrent situation S is a convention if and only if it is true 
that, and it is common knowledge in P that, in any instance of S among 
members o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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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규모의 인구집단 P(Population)의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상

황 S에 위치한 행위자일 때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R(Regularity, 이하 ‘정규성’)은 만일 P의 성원들 가운데 S의 어떠한 상황 

C. 수정된 정식  (예외를 허용. 개연성) (Convention, p. 76)

D. 최종 정의 (Convention, p. 78) 

(1) everyone conforms to R;
(2) everyone expects everyone else to conform to R;
(3) everyone prefers to conform to R on condition that the others do, since 

S is a coordination problem and uniform conformity to R is a proper 
coordination equilibrium in S. 

A regularity R in the behavior of members of a population P when they are 
agents in a recurrent situation S is a convention if and only if it is true 
that, and it is common knowledge in P that, in almost any instance of S 
among members of P,

(1) almost everyone conforms to R;
(2) almost everyone expects almost everyone else to conform to R;
(3) almost everyone has approximately the same preferences regarding all 

possible combination of actions;
(4) almost everyone prefers that any one more conforms to R, on condition 

that  almost everyone conform to R;
(5) almost everyone would prefer that any one more conform to R’, on 

condition that almost everyone conform to R’,
where R’ is some possible regularity in the behavior of members of P in S, 

such that almost no one in almost any instance of S among members of 
P could conform both to R’ and to R.

A regularity R in the behavior of members of a population P when they are 
agents in a recurrent situation S is a convention if and only if it is true 
that, and it is common knowledge in P that, in any instance of S among 
members of P,

(1) everyone conforms to R;
(2) everyone expects everyone else to conform to R;
(3) everyone has approximately the same preferences regarding all possible 

combination of actions;
(4) everyone prefers that everyone conforms to R, on condition that at least 

all but one conform to R;
(5) everyone would prefer that everyone conform to R’, on condition that at 

least all but one conform to R’.
where R’ is some possible regularity in the behavior of members of P in S, 

such that no one in any instance of S among members of P could 
conform both to R’ and t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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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참이고 또한 P의 사회에서 공통 지식(common 

knowledge)인 오직 그 경우에만 관행이 된다.

(1) 거의 모든 사람들이 R을 준수한다.

(2)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R을 준수하기를 기

대한다.

(3)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위의 모든 가능한 조합들에 대해 대략 같은 선호

를 갖는다.

(4)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R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누구라도 R을 준수하기를 선호한다.

(5) 거의 모든 사람들이 R＊를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라면, 거의 모든 사람

들은 누구라도 R＊를 더 많이 준수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S에서 P의 구성원의 행위 안에서 R＊가 가능한 정규성이면, P의 구성원들 사이

에서 S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R＊와 R을 동시에 준수할 수 없다.52)

   ‘조정 해법 모델’로서 루이스 관행의 본질은 정식의 도입부에서 가

장 잘 드러난다. 즉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조정 문제 상황에서 그것을 해

결하기 위해 형성된 ‘행위의 정규성’이 관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단

위이다. 그리고 행위 정규성이 (1)에서 (5)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그 사실이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 지식이 되는 경우, 그 행위 정규성은 

관행이 된다.

   루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관행의 존재를 위한 개념 정의적 조건들은 

행위에서의 정규성, 상호 기대들의 체계, 그리고 선호들의 체계로 구성

된다.53) 루이스 관행 정식을 이루는 필수 조건들로는 대안의 존재, 공통

지식, 일반적 준수, 그리고 준수 의존성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루이스 

관행 이론의 특징을 정식의 핵심 요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임의성(arbitrariness)’ 요건이다. 이는 루이스적 관행 개념의 

핵심 요소로서 ‘대안 관행의 존재’를 뜻한다. 위 정식의 조건 (5): 

52) Lewis, Convention, p. 78.
53) Lewis, 위의 책,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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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사람들이 [R 대신에] R＊를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R＊를 더 많이 준수하기를 선호할 것이

다.”를 통해서도 임의성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루이스의 설명에 따르

면, 조정 문제는 반드시 적어도 둘 이상의 적절한 조정 균형을 포함해야 

한다.54) 그리고 동등한 가치를 갖는 후보인 행위 정규성 R과 R＊ 중 R

이 어떤 이유로든(명시적 합의, 선례의 존재, 현저성 등) 선택되어 현재

의 관행이 된 것이다.55) 그에 따르면,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조정 균형일지언정 ‘진성 관행(genuine convention)’은 아니다.56)

    정리하자면, 관행은 동등한 가치와 기능을 하는 대안의 존재를 반드

시 전제한다는 점에서 ‘임의적’이며, 이는 루이스적 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해당한다.

   둘째, ‘일반적 준수(general compliance)’ 및 ‘준수 의존성

(compliance dependence)’ 요건이다. 이는 조건 (4)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어떤 관행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담고 있는 정규성 

R의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준수한다는 사실

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의 이익실현에도 부합하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가령 우측주행의 예를 생각해보자. 한국에서 우리가 우측주행

을 하는 것은 ‘좌측’주행보다 ‘우측’주행이 더 낫거나 바람직해서가 

아니다(물론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는 자신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우측주행을 한다는 전제 하에 나 역

시 우측 주행을 한다.(조건 4) 즉 일반적 준수라는 그 사실이 내가 우측

주행을 하게 하는 행위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나도 우측주행이라는 그 

질서에 일치되게 행위 해야지만 ‘안전주행’과 ‘목적지에 정시 도착’ 

이라는 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우

측주행의 관행적 질서를 무시하고 홀로 좌측주행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54) Lewis, 위의 책, p. 22.
55) Tyler Burge, “On knowledge and Convention”, Philosophical Review 84, 1975, 

p. 253.
56) Lewis, Convention,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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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일탈 행동, 즉 우측 주행 관행 위반행위는 충돌사고를 야기하고 

결국 행위자의 목표 실현이 좌절될 뿐만 아니라 관련자 모두에게 더 큰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a)‘남들이 모두 혹

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도 그 관행에 일치되기 행동

하는 것, (b)그리고 그것이 내가 관행에 따를 행위 이유가 된다는 것, 이

것이 바로 ‘일반적 준수 의존성’ 조건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 요건은 

첫째 특징으로 제시했던, 등가적 대안의 존재를 뜻하는 임의성 요건과 

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우측’주행을 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 

홍콩, 싱가폴, 영국 등에서는 ‘좌측’주행을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좌측’주행의 임의성과 준수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준수 정

도와 관련해서는 이론의 변화가 있다. 루이스 관행 정식의 초기 버전에

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일률적 준수(uniform conformity)’를 요하였지

만, 여러 비판을 수용・반영한 최종 정식은 완화된 형태로 수정되었다.

   셋째, ‘공통 지식’ 요건이 있다.57) 루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1)에서 

(5)의 모든 조건들이 참이면서 동시에 해당 사회에서 공통 지식이 되어

야 관행은 존재한다. 다시 말해, 구성원들 중 일부가 조건들 중 일부라

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이 공유되고 있지 않다면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단지 반복되는 행위 정규성만 있을 뿐, 그것

은 조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행이 될 수 없다. 조정 균형에서 자기 몫

을 다하겠다는 점을 표명하고, 그 사실이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 지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통 지식의 기초로서 루이스는 합의, 현저성

(salience), 그리고 선례를 들고 있다.58)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인식론적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된다.

57) 관행 관념과 공통 지식의 관계에 관해 상세히 다룬 글로는 특히 Giacomo Sillarii, 
“Common Knowledge and Convention”, Topoi, Vol. 27,  2008.; Ken Binmore, 
“Do Conventions Need to Be Common Knowledge?”, Topoi, Vol. 27, 2008.; 
Peter Vanderschraaf and Giacomo Sillari, “Common Knowledg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3.

58) Lewis, Convention, pp.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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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루이스적 조정 관행의 본질은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다. 

내쉬 균형이란 그 어떤 행위자도 그것으로부터의 단독적 일탈을 통해 그

의 보수가 더 증진될 수 없는 균형점을 말한다. 즉, 그 균형점을 벗어나

서 단독으로 행동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쉬 균형

에서는, 타산적인 합리적 주체로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행위조합에서 벗

어날 아무런 유인도 갖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내쉬 균형은 자력으로 

시행을 강제하는(self-enforcement) 특징을 가지며,59) 따라서 ‘안정성’

과 ‘자기-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내쉬 균형으로 이해된 관행에의 합리적 행위자들은 어느 누

구도 그것에 따르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그 관행은 안정

적이고 영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균형관이 현실에 존재하

는 관행들의 실제를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3) 비판적 검토 및 평가

   그렇다면 루이스의 관행 정식을 이루는 각 조건들은 관행의 성립과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요구되는 정

도는 합당한가? 또한 루이스가 정식화한 관행 개념 안에는 포함되지 못

했지만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관행의 다른 특성은 없을까? 이러

한 일련의 물음들을 중심으로 루이스의 조정 관행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

찰해보자. 검토 작업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내적 평가’

로서 루이스 관행 정식의 개별 요건과 논증 자체에 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외적 평가’로서 루이스적 구도를 벗어나서 사회적 관

행 이론 일반의 차원과 더불어, 서론에서 제기한 본고의 연구 물음을 중

심으로 한 이론적 요청에 얼마만큼 응답하는지도 함께 검토해본다.

59) Gerald J.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in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and the Law, Peter Newman (Ed.), 1998, p.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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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임의성 요건과 관련해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된다. 러는 루소

의 ‘사슴 사냥’60)을 예로 들면서 관행 성립에 있어서 대안 관행의 존

재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반박한다.61) 루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사슴 

사냥이 관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 관행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

만 예컨대 토끼 사냥은 사슴 사냥에 대한 대안 ‘관행’으로서의 정규성 

R＊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토끼 사냥은 기법 상 각자가 단독

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토끼 사냥 관행을 따를 경우에는 

각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끼 사냥

에 관여된 개별 행위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토끼 사냥에 참여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며, 이는 루이스 정식의 두 번째 요건인 “거의 모든 사람들

이 자기 이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R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일반

적 준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둘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토끼 사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본인도 토끼 사냥에 참여할지 여

부를 정하지 않는다. 즉, 네 번째 요건인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

든 사람들이 R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누구라도 R을 준수하기를 선

호한다.”(‘준수-의존성 요건’)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토

끼 사냥은 그 자체로 루이스적 의미의 관행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

슴 사냥에 대한 대안 관행으로서의 자격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루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관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 관행이 

있어야(‘임의성’요건)한다. 그렇다면 대안 관행(혹은 등가의 R＊)의 존

재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사슴 사냥 역시 루이스적 정의에 따르면 관행

이 아닌 것이다.62)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명확히 우리의 직관에 반하게 

60) 루소의 사슴 사냥의 우화는, 장 자크 루소 (주경복・고봉만 옮김), 인간 불평등 기원
론, 책세상, 2003.을 참고.

61) Seumas Miller, Social Action: A Teleological Accou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62) 하딘은 루소의 사슴 사냥 우화에 한 제3의 해석을 제시한다. “예컨  5명의 잠재적 
사슴사냥꾼으로 이루어진 특정 집단의 동행은 그 5명이 한 번의 집단적 노력을 해 본 
뒤에는-그것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흩어져버릴 것이라는 의미에서 무규범적이
고 비반복적일 것이다. 각자는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새로운 5명의 집단에 가담할 수 
있지만 어떤 집단도 두 번째 사냥을 위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더구
나 어떤 한 사냥꾼이  집단으로 하여금 값비싼 개인주의 신 자체의 관행적 행태를 
발전시키게 할 만큼 특정한 타인들의 행태에 해 충분히 잘 기억할 가능성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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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러는 지적한다. 따라서 루이스의 관행 개념, 그리고 대안 관행

의 존재를 요하는 임의성 조건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63)

   둘째, 임의성 요건과 ‘공통 지식’ 요건의 결합에 관한 문제도 있

다. 즉 대안의 존재나 그 관행에의 준수 이유가 참여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이다. 버지(Burge)는 관행적 대안의 필수

성은 인정하지만 참여자들이 반드시 그 대안을 알아야한다는 공통 지식 

요건은 거부하면서, 루이스적 관행 개념관은 지나치게 주지주의적

(intellectualist) 이라고 비판한다.64)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공통 지식 요건

은 비현실적이며 과도한 측면이 있기에 상당부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루이스적 균형 개념의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 있다. 루이스는 

관행을 내쉬 균형의 특별한 유형으로 이해하지만, 실제 많은 종류의 사

회적 관행은 엄격한 내쉬 균형을 충족하지 못한다. 루이스는 어느 누구

도 그것에로부터의 단독 일탈을 통해 더 나은 보수를 획득할 수 없는 균

형 상태, 즉‘내쉬 균형’을 ‘적절한 조정 균형’으로 정의하고, 그것

만이 진성의 조정 관행65)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관행은 정의상 자

기-강제적 특성66)과 자기-영속성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 존재

하는 그 어떤 규범질서도 이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기는 어렵다. 또한 

을 것이다. 조건부 선택과 제재는 불가능할 것이다.”   러셀 하딘 (황수익 옮김), 집합
행동, 나남출판, 1995, p. 294.

63) 반면에 버지는 관행의 임의성은 ‘상황 논리(logic of situation)’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황 논리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있다고 말한다.: 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관행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생태적인, 심리적인 혹은 사회학적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초의 관행을 습득하기 위해 쏟는 노력 만큼이라면, 그 관
행의 당사자들은 그 최초의 관행 신에 동일한 사회적 목표를 략적으로나마 달성해
왔을 양립 불가능한 관행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 가지 더 고
려해야 할 것은, 그러한 안이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발견되거나 혹은 인식되는
지의 문제이다.  Maksymilian Del Mar, “Marmor’s Social Conventions: The 
Limits of Practical Reason”,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2011, p. 424. 

64) Burge, “On knowledge and Convention”, p. 253.
65) Lewis, Convention, p. 45. 루이스의 문헌에 ‘진성 관행’ 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도덕규범적인 뜻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며, 안 관행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임의성을 
충족한 관행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진성의’ 라는 용법도 이와 같다.

66)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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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payoff)’나 ‘이해관심(interest)’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용이 채워질 수 있기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론의 수용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넷째, ‘사실상의 정규성(de facto regularity)’과 ‘당위적 정규성(de 

jure regularity)67)’ 간의 혼동이 문제된다. 이는 관행의 규범성 문제와

도 관련된다. 루이스 정식에서 관행 개념의 기본 단위는 행위(와 기대)의 

정규성이다. 문제는 이것이 행위의 단순한 반복적 수렴을 말하는 사실상

의 정규성인지, 아니면 행위자로 하여금 내적인 규범력을 유발하고 외적 

규범력을 수반하기도 하는 정규성인지이다. 여러 비평가들은 루이스가 

관행이 형성・유지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연루되는 관행의 본질적인 

규범적 특성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한다.68) 즉 ‘사실상의 정규성’을 관

행의 본질로 삼았다는 해석이다. 루이스 역시 이 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관행 분석은 규범적 함축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시인한다.

내가 관행에 대해 제시했던 정의는 규범적 용어들

(“ought”“should”“good”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 따라서 “관행” 

그 자체는, 나의 분석에서는, 규범적 용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

행은 규범의 한 종류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 그것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우

리가 믿는 정규성.69)

   위 인용문에서 루이스는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우리가 믿는 정규

성’ 이라고 부연한다. 즉, 규범을 단순한 행위 정규성의 수준을 넘어 

준수 의무를 수반하는 규칙으로 이해하는 그의 규범관을 추정해볼 수 있

67) 라틴어 “데 유레(de jure)”는 ‘법에 기반을 한’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사실의' 라
는 뜻을 가진 “데 팍토(de fecto)”와 반 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일반적으로는 ‘법
의’ ‘법에 따른’ ‘법률상의’ 등으로 번역되지만, 어원적으로 보면 그 본래적 의미는 ‘옳
은’ ‘정당한’ 이라는 가치 함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의 용법은 둘 사이의 중도적
인 의미를 갖는, 말하자면 ‘규범력을 가진’ 이라는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법
의’란 번역은 ‘실정법과 관련된’ 이라는 뜻으로, ‘정당한’은 ‘도덕적으로 옳은’의 의미로 
오인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차선책으로 ‘당위적’ 이라는 번역어로 옮겼다.

68) 표적으로 길버트의 비판이 그러하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 제2장 제2절을 참고.
69) Lewis, Convention,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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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convention(1964)의 다른 면에서는 “관행은 규

범이 되려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라고도 한다. 이런 서술들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를 최대한 선해 해보자면, 루이스적 관

행 개념 역시 ‘약간의 변형을 가한다면’ 규범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는 적극적인 독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적어도 원래 형태의 정식 그대로

라면, 루이스적 관행 모델은 이념형에 가까운 엄격한 요건들에도 불구하

고 그 자체로는 준수 의무를 수반하는 규범의 위상은 갖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루이스적 관행 모델은 법적 관행이 갖는 독특한 규범성을 제

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 모델을 법적 맥락에 그대로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행의 본질 = 조정 해법 = 조정 관행’이라는 일원론

적 이해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다. 즉, 관행이 정의(定意)상 반드시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서덴은 

‘소유 관행(conventions of property)’과 ‘호혜성 관행(conventions of 

reciprocity)’을 반례로 들면서, 양자는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관행이라고 반박한다.70) 마머도 추상화된 개념적 차원에서의 “게임들”

보다는 체스게임과 같은 실제의 게임(actual)에 주목함으로써,71) 조정 문

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른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행 유형에 주목

한다. 그리고 ‘구성적 관행’ 이라는 새로운 관행 모델을 제안한다.

3. 조정 해법 모델 총평

   흄의 이론은 관행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해주며, 특히 조

정 해법 모델을 이루는 핵심 요건들의 밑그림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흄

의 관행 이론은 세부 지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구체적이거나 정교화 되지 

70) 관행이 반드시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덴의 반론의 핵심을 간략
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글로는, Rescorla, “convention”, pp. 17-18.

71) Rescorla, 위의 글,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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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흄의 관행 이론에 대한 적절

한 재해석과 재조명 작업은 기술적으로 발전해가는 게임 이론적 조정 관

행 모델의 빈곤함을 채울 수 있는 풍부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루이스의 관행 이론은 흄의 결론과 게임 이론의 틀을 결합하여 관행 

개념에 대한 최초의 분석적 탐구로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에 관한 상

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특히 그는 게임 이론과의 결합을 통해 사회 규범

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며,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의 차원에서 관

행이 갖는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였다. 이런 점을 들어 마머는 루이스의 

관행 이론을 기능주의적 설명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게임 이론의 

틀에 기초하여 수립된 루이스의 관행 이론은 그것이 제공하는 현저한 설

명력과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상당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

다. 즉, 게임 이론이 전제하는 이론 틀 안에 포획됨으로써 현실의 삶 속

에 실재하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관행들의 풍부한 면모를 적절히 담아내

기에는 이론적 빈곤함이 있다. 또한 관행에 대한 기능주의적 이해를 기

반으로 게임 이론의 언어 안에서 고안된 루이스의 관행 이론을 법적 영

역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72) 법학적 관행 

이론에 요청되는 과제들과 고민을 풀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다.

   하지만 모델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 이론 전체를 폐기하거나 거부

할 필요는 없다.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루이스의 조정 관행 이론은 여

전히 강력한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여러 영역에서 가장 활

발하게 응용・발전해나가고 있는 모델이다.73) 조정 해법 관행 모델은 적

절한 변형과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다.

72) 이와 유사한 지적은 골도니(Goldoni)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루이스의 작업은 법 
개념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설명하는데 실패한다고 비판한다.  Goldoni, “Multilayered 
Legal Conventionalism and the Normativity of Law”, p. 159.

73) 예컨  골도니(Marco Goldoni)는 루이스의 연구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법관
행주의 학파의 첫 번째 물결(the first wave)은 루이스의 저서 Conventions의 출판 이
후에 등장했다.”   Goldoni, 위의 글,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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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항 모델: 루이스적 관행 이론을 넘어 

1. 길버트74)의 관행 이론: “합동 결의”75)

1) 개관

(1) 이론적 기초

   루이스 이후에 등장한 대부분의 관행 이론들은 루이스의 기본적인 관

점을 공유하면서 루이스 정식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나 개선에 기초를 

둔다. 하지만 길버트(Margaret Gilbert)는 루이스의 설명에 대한 상세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면서도, 루이스와는 방법론에서부터 실질론에 이르

기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안적 설명을 제시한다. 길버트도 자평하듯

이, 그의 설명은 “루이스의 설명에 대한 사소한 혹은 주요한 변형이 아

니며 두 설명법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루이스의 개별주의76)와 길버트의 

비-개별주의 혹은 전체론에 있다.”77)

74) 사회적 관행에 관한 길버트의 이론은 1989년 출간된 그의 저서 On Social Fac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의 제6장 Social Convention에서 최초로 집 성
되었다. 그녀는 이후 다양한 후속 저술들을 통해 이론을 정교화 하여 발전시켰고, 2008
년 발표된 논문 “Social Convention Revisited”, Topoi, Vol. 27.에서 보다 정련된 설
명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길버트가 2000년  이후 발표했던 주요 에세이들을 모아 발
간한 논문 모음집 Joint Commitment: How We Make the Soci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에 그 로 재수록되었다. 본고에서의 출처 인용에 있어서는 필
자가 참고한 문헌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75) ‘joint commitment’라는 단어의 번역어 선택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 참고로 안준
홍 교수는 ‘합동사업’ 으로 번역한다. 안준홍,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한 일 고찰”, 
2013. 그리고 조홍식 교수는 ‘commitment’를 ‘헌신결정’이라고 옮긴다. 조홍식, 사법
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제2판, 박영사, 2009, p. 30, 250, 253, 257. 이정훈 교수는 
‘commitment’를 지향성으로 번역한다. 이정훈, 포용적 법실증주의 법개념 연구: 조선
시대 법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76) 사회 규범(의 한 종류로서 조정 규범)의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개별주의”의 필요성과 
특징, 그리고 의의와 한계에 관한 정연한 설명으로는, Edna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p. 14-17.을 참고.

77) Margaret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Topoi, Vol. 27, 200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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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버트는 루이스의 게임 이론적 연원을 거부한다. 대신 사회학, 구체

적으로는 짐멜(Georg Simmel)의 사회 그룹 이론(1908)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그리고 ‘다중 주체’78)와 ‘집단 엄명(collective fiat)’ 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창안해낸다. 그녀는 ‘개체 원칙(personal principles)’모

델로부터 ‘집체 원칙(group principles)’모델로의 이동79)을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사회적 관행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한다.80)

(2) 사회적 관행에 대한 기본 명제

   길버트는 사회적 관행에 대한 출발점으로 다음 네 가지 명제들을 먼

저 제시한다.81) 각 명제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자.

① 사회적 관행은 “우리의” 관행이다.

② 사회적 관행은 합의에 의해 착수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82)

③ 사회적 관행은 구체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④ 일방 당사자의 부준수(不遵守)는 타방에 대한 위반이다. (‘반칙 기준’)

15.; Margaret Gilbert, Joint Commitment: How we make the soci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207.

78) “다중 주체(plural subject)”란 길버트가 사용하는 기술적 용어(technical term)로서, 
서로 간에 일정한 방식으로 합동적으로 결의된 사람들의 인구집단(population of 
people)을 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히 Margaret Gilbert, On Social Facts, 
Routledge, 1989, chap. 4.를 참고.

79) Margaret Gilbert, “Rationality, Coordination, and Convention”, Synthese, Vol. 
84, 1990, pp. 16-18.

80) 이 외에도 길버트는 여러 측면에서 루이스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표적으로 관
행의 존재론, 이념론, 그리고 인간상 등의 방법론적 전제들에서부터 차별화된다. 그녀는 
‘복수 주체’라는 독립된 집단적 실체(entity)를 전제함으로써 개개인으로 환원되지 않는 
비환원주의적 방식을 택한다. 인간학적 전제와 관련해서도, 루이스가 자기 본위적
(self-interested)이고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경제학적 인간’ 혹은 ‘타산적 개인’을 전제
했다면, 길버트는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행동하는 ‘사회
학적 인간’ 혹은 ‘공동체(결부)적 인간상’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81)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p. 6-7.
82) 루이스의 경우에도 (명시적) 합의(와 승낙)에 의한 관행의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

는다. 하지만 루이스가 연구의 목표로 삼은 것은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 관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철학적 분석이었다. 따라서 루이스에게 있어서 
이는 전형/모범사례나 중심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양해와 허용의 범위 안에 포함
될 뿐이다. 반면에 길버트는 명시적인 합의와 동의에 의한 관행의 성립과 그것의 의식
적인 채택(adopt)을 기원으로 하는 관행을 묵시적 관행과 실질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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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길버트에 따르면 일상적 발화에서 사람들이 의미하는 관행이란 

특정한 그룹 “안(in)”에서, 우리는 관행들을 “가지고(have)”, 그 집단

의 구성원들은 그것을 “우리의 것(ours)” 이라는 말을 포함한다. 그리

고 관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개인들이 함께 고려되는데, 이들

을 관행에의 “당사자들(parties)”이라고 부른다.

   둘째, 루이스의 연구 목표가 “명시적인 합의 채택이 부재한 상황에

서도 어떻게 사람들은 관행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점

을 상기해보자. 반면에 길버트는 “합의의 수단에 의해서도 관행은 채택

될 수 있다.”고 일축한다. 실제로 길버트의 설명에는 합의(agreement)와 

관행을 특별히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길버트 이론을 

계약이론의 한 유형으로 해석하는 견해83)도 있다.

   셋째, 루이스적 관행은 그것이 달성하고자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

호(specific protections)나 이득이 있지만, (예컨대 우측주행 관행은 충돌, 

상해와 사망으로부터의 보호) 어떤 종류의 관행들은 당사자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길버트는 반박한다. 그 예로, 부서회의에는 정

장을 갖춘다는 부서의 관행을 들고 있다. 즉 ‘부서회의에서 정장하기’ 

관행은 구체적인 보호 이득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 관행에의 위반

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요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

려 “반칙 기준”을 관행 설명의 핵심요소로 다룬다.84)

(3) 루이스의 관행 이론에 대한 비판

   길버트는 관행에 대한 루이스의 설명은“우리의 통속적이고 확립된 

개념” 탐구에 실패했으며 자신의 이론이야말로“우리의 일상적 관행 개

념”에 대한 성공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85) 루이스 이론에 대

83) J. S. Latsis, “Is there redemption for conventio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9, 2005, pp. 715-718.

84)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p. 6-7.
85) Gilbert, Joint Commitment, pp. 212-214.;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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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길버트의 비판과 공격은 다소 전방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관

행 개념과 성립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들어 반론한다.

“루이스의 관행 조건들은 ‘관행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개념’에 대한 필

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86)

   우선 길버트가 이해한 루이스의 관행 정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길버트는 루이스의 관행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모든 사람들이 R을 따른다.

(2)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R을 따르기를 기대한다.

(3) (a)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한다는 조건 하에 한 사람 이상

이 R을 따르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b)다른 정규성 R*가 있고, 그 결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면, 일인 이상이 R*를 따른다는 점을 모든 사

람들이 선호한다. 루이스의 명구에서, S는 “조정 문제”이다.87)

   길버트는 루이스가 제시한 조건들 중 어느 것도 관행의 존재를 보증

하는데 반드시 요구되지즌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시 직장의 부서회

의를 예로 든다. 가령, 누군가가 “부서회의 때 정장을 갖춘다.”는 관행 

채택을 제안했고, 모든 이들이 명시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했다고 하자. 

분명 관행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그 관행의 존재를 보증하기 위해 루

이스의 조건 (1)-(3)이 반드시 필요할까? 길버트는 반문한다.

   우선 조건 (1)에 관해 살펴보자. 그 부서의 팀장은 “우리의 관행은 

부서회의에서 정장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

행은 누군가가 그것을 준수해왔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부서회

의가 있을 때마다 구성원들이 그것을 준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이 되는지 여부와도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 (2)와 관련

86) Gilbert, 위의 글, pp. 8-10.
87) Gilbert, 위의 글,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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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그 관행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지

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설사 있다 해도 그들의 기대는 

팀장의 기대와 유사하다고 그녀는 반박한다. 조건 (3)에 대해서도, 이를 

두 개의 하위 조건으로 구분하면서 루이스적 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

족해야만 성립한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든 부서회의 사례는 조건 

(3)-(b)를 충족하지 않음에도 관행이 존재함을 입증한다 것이다. 결국 루

이스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들 없이도 관행은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루이스 조건은 관행 존재의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루이스의 조건은 관행 성립의 충분조건은 될 수 있을까? 길

버트는 이 역시 부정한다. 그는 관행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면 관행이 

갖는 규범성과 집체성(collectivity)을 꼭 포함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한

다. 즉, 설사 루이스가 말한 조건을 갖췄더라도 이 요소들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관행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녀는 ‘적합

한 당위 기준’, ‘집체성 기준’, ‘반칙 기준’을 제안한다.88)

2) 관행 이론이 갖춰야 할 세 가지 기준들

   길버트는 자신의 관행 설명은 루이스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

히 새로운 대안적 설명임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기준-①적합한 “당위” 

기준, ②집체성 기준 , ③반칙 기준-을 제시한다. 길버트는 관행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이 세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기준들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1) 적합한 “당위” 기준(The Appropriate-“ought” Criterion)

   길버트는 관행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면 우리가 관행의 ‘당위’라

88) Gilbert, Joint Commitment, pp. 217.; Gilbert, 위의 글, pp. 8-10. 루이스 관행 이
론에 한 길버트의 상세한 비판으로는, Gilbert, On Social Facts, pp. 32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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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르는 ‘관행의 규범성’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확신에 찬 설명을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적합한 “당위” 기준’이라고 

칭한다. 또한 그녀는 ‘관행의 정확한 “당위” 본성’ 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적합한 “당위” 기준’이란 무엇인

가? 이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 물음들로 구체화될 수 있다. ①“관행의 

당위가 존재하는가?” ②“그것을 위한 논증은 무엇인가?” 이 기준은 

결국 관행의 규범성 해명의 문제로 귀결된다. 요컨대, 길버트가 제시하

는 ‘합동 수용 설명’에 따르면, ①관행의 “당위”란 존재하며, ②관

행의 규범성의 핵심에는 합동 결의의 규범성이 있다.89)

가. ‘다중 주체’

   길버트의 설명에 따르면, 관행의 당사자들은 ‘다중 주체’를 구성한

다. ‘다중 주체’란 공동 목표를 증진하고 신념을 공유하며, 어떤 행위 

원리 하에 활동한다고 스스로 여기는 행위자들의 집합을 말한다. 합동 

결의(Joint commitment)에 대한 그들의 공통 지식 덕분에 다중 주체 구

성원들은 자신을 ‘우리’로 여기고, 서로가 집단 목표와 원리를 증진시

킬 책임이 있다고 인식한다.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개별 행위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힘을 결집(join forces)”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집단적 실체 안에 통합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

을 발전시키기 위해, 길버트는 어떻게 행위자들이 자신을 행위와 믿음의 

“다중 주체(plural subject)” 안에 구속시키는지에 관한 복잡한 설명을 

제공한다.90) 그리고 ‘합동 결의’ 개념에 철저히 호소함으로써, 합동 

수용에 기한 설명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합동 결의’란 무엇일까?

나. ‘합동 결의’

   합동 결의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합동 

89) Gilbert, 위의 글, p. 14.
90) Rescorla, “convention”,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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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는 ‘단일한 사적 결의’와 다르며, ‘사적 결의들의 접합’과도 대

조된다. ‘사적 결의’란 단독으로 그것을 폐지・취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창조된다. 반면에 ‘합동 결의’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적 결의들의 결합’이란 각자가 홀로 결의해야하지만 ‘합동 결의’

는 전체가 모두 결의한다. 둘째, 합동 결의는 각자가 공통 지식의 조건 

하에서, 그들 전체의 결의 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음(readiness)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함으로써 발생한다.91) 이는 한 차례의 대면적 상호작

용이나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관행 소멸의 경우에도 모

든 사람이 폐지에 참여함으로써 관행 소멸에의 결의로 귀결된다. 셋째, 

합동 결의, 달리 말해, ‘전체로서 어떤 엄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당사

자들이 가능한 한 단일체 혹은 당해 엄명 “F”를 수용하는 한 사람인 

것처럼 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집단 엄명에의 준수는 특별히 면책된 상

황을 제외하고는 이 합동 결의를 준수하기 위해 각자에게 부과된 핵심으

로 이해된다.92) 그리고 이렇게 공동으로 수용된 엄명은 여러 단계를 포

함한 과정을 통해서 일반화된다.93) 요컨대, 관행은 집단 엄명에 대한 일

종의 합동 수용이며, 합동 수용은 합동 결의에 기초한다.

91) 길버트에 따르면 이러한 준비성의 표현(the express of readiness)은 언어적으로 혹
은 비-언어적으로, 특정한 날 명확하게 혹은 상당히 미묘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
다. 그리고 한 차례의 면적 상호작용(a one shot face-to-face interaction)으로 혹
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후자의 과정은 규모 집단에서 일어날 가능성
이 높다. 일상적인 구두 합의(verbal agreement)는 합동 결의를 창출시키는 하나의 방
법이다.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1. 특히 규모 집단에서의 합
동 결의에 관해서는 Margaret Gilbert, A theory of political obligation: 
membership, commitment, and the bonds of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chap. 8.을 참고. 길버트는 이런 종류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루이스와 자신의 견
해가 유사한 방식으로 응한다고 설명한다.

92) 원문은 “Conforming to F, except in special exculpating circumstances, is 
understood to be a major part of what it is incumbent upon each to do in 
order to conform to this joint commitment.”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1.

93) Gilbert, On Social Facts, p. 398. 합동 결의의 일반화 과정에서 “we”에 한 최초
의 도입 표현(initiatory expressions)의 역할에 관해서는 Gilbert, 위의 책, chap. 4.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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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동 결의’의 특징

   합동 결의를 창설하는 이들은 합동 결의의 공동-창안자(co-creators)

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제약을 함께 부과하며, 각 당사자들의 행위 

준수를 합동적으로 소유하게 된다(come jointly to own)94)고 한다. 왜냐

하면 각자는 합동 결의를 통해 그것을 준수하는데 연루되기 때문이다. 

길버트의 설명에 따르면 ‘합동 결의의 규범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동 결의의 각 당사자는 그 의지의 결의에 이르며, 그 결과 

그것을 준수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다. 또한 그 의지 결의에 대한 복

종은 그에 상반되는 자신의 사적 기호나 복리를 능가한다(trump).95) 이것

이 가능한 이유는 그 결의가 합동적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사

실의 규범적 함축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당사자는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합동 결의에 대한 그의 

준수를 빚지고 있다. “직관적으로 볼 때, 당신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빚지고 있음(your owing me an action)은 당신이 그 행위를 수행할 충분

한 이유를 이룬다.”96) 그녀는 이 점이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우리는 그

것을 준수해야 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지 결의의 ‘당위’가 있듯

이 빚지는 것의 ‘당위’가 있다.”97)고 한다.

   셋째, 하지만 여기서 길버트가 말하는 “당위”들-예컨대, 관행의 당

위, 빚지는 것의 당위, 의지 결의의 당위 등-은 도덕이나 타산(prudence)

의 당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고려사항이나 타산적 고려사항 중 

94)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3. 이는 특별한 종류의 소유권
(ownership)이다. 길버트는 이를 인간존재의 사회적 존재에 근본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는 여타 종류의 ‘소유권’이나 재산권(property)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Gilbert, 위의 
글, p. 13. 각주 65.

95) Gilbert, 위의 글, p. 14.
96) Gilbert, 위의 글, p. 14.
97) Gilbert, 위의 글,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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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도 “당위”의 도출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길버트는 ‘누군

가에게 어떤 행위를 빚지고 있음’이라는 논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

이 도덕적 요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즉, 관행이 보유하고 있는 

관행의 당위를 비-도덕적이고 비-타산적인 것으로 성격 규정한다.98)

   넷째,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빚지고 있음’의 논변은 다음의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 논변은 ①그 행위를 수행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

며, 따라서 준수 의무가 도출된다. ②이는 다른 이에게 그 행위를 요구

하고 만약 그것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힐책할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이 

논변은 ③그런 행위의 요청이나 힐책의 정당화 근거를 제공한다.99)

(2) 집체성 기준(The Collectivity Criterion)

   적절한 관행 이론이 갖춰야 할 ‘집체성 기준’은 관행에 대해 제안

된 조건들이 연관된 의미에서 집체적(collectivity-hood) 이라고 하기 충분

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함을 뜻한다. 길버트의 설명에 따르면, 특정한 인

구집단 P의 구성원들이 관행을 가질 때 그들은 집체성 혹은 상대적으로 

좁고 직관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그룹을 이룬다.100) 그런 점에서 보면, 관

행에 대한 합동 수용 설명은 그 어떤 합리적 근거 없이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

다.101) 이런 주장의 핵심에는 관행은 본질적으로 집체성을 구성한다는

(collectivity-constituting)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98) 길버트는 합동 결의의 면에서의 관행 당사자들은 그 어떤 넓은 의미에서도 
“moralisers”일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 관행에의 그들의 참여는 숙의
(deliberation) 혹은 강한 의미에서 “자발성(voluntalistic)”의 문제일 필요가 없다고 한
다. Gilbert, 위의 글, p. 14, 각주 69. 후자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Gilbert, A theory 
of political obligation, pp. 223-234.를 참고. 

99)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4.
100) Gilbert, 위의 글, p. 9.
101) Gilbert, 위의 글,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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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마머는 표기법 관행을 반례로 들면서 이를 반박한다. 수많은 

관행들이 사회와 문화를 넘나들며(cut across societies and cultures) 보편

적인 특성을 갖는다. 예컨대 대부분의 사회에서 화살표 표시는 어떤 방

향을 가리키는 관행적 수단이다. 이는 직접적인 표기 관행이다. 그런데 

마머는 반문한다. “이 관행을 준수한다는 사실에 의해 우리 모두가 집

체성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혹은 만약 우리

가 행하는 것 안에 ‘집체성’의 어떤 의미가 있다한들 그것이 어떤 철

학적(혹은 사실상 사회학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느냐고 그는 반문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102) 결론적으로 마머는 “관행과 집단 정체

성의 관련은 기껏해야 개연적이다. 이러한 집체성 관련 특징은 사회적 

관행의 개념 정의적 특성이 아니다.”고 반론한다. 그리고 그는 ‘집단 

엄명’이나 ‘합동적으로 수용된 행위 원칙’ 개념은 과다포함적

(overinclusive)이어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103)

(3) 반칙 기준(The Offense Criterion)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빚지고 있음’ 논변의 두 번째 역할은 

“다른 이에게 그 행위를 요구하고 만약 그것이 불이행 될 경우 힐책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힐책하는

가? 그리고 이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반칙 기

준’이 다루는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길버트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X has relevant sense offended against Y by failing to φ on some occasion 

only if X owed Y his φ-ing104) on that occasion, where one who is owed 

102) Andrei Marmor, “On Convention”, Synthese, Vol. 107, No. 3, 1996, p. 360 
하지만 이런 반론에 해 길버트는 이 질문은 핵심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
이디어에 한 적절한 반론이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한다.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0.

103) Andrei Marmor, Social Conventions: From Language to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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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ction is in a position to demand it as in some sense his.105)

   반칙 기준은 한마디로 “일방 당사자의 부준수(不遵守)는 타방에 대

한 반칙이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화로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집단

에서 관행을 수립하는 것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서로의 관행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106)는 생각과도 통한다. 길버

트는 ‘반칙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 요약한다.

∎ 일반화하기: 만약 일방이 해당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

로 타방에 대해 반칙을 범하는 것(offend against)이다. 따라서 그들은 부준

수(不遵守)에 대해 그[위반자]를 힐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집단이 

그 관행을 갖는다는 사실을 힐책에 대한 완벽한 정당화 근거로 적절히 인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행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힘(force)이 되는데, 왜냐

하면 적어도 그들이 각 당사자에게 만약 누군가 [관행을] 부준수 할 경우 다

른 당사자들의 힐책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하기 때문이다.107)

   합동 결의에의 불복종자는 필요적 의미에서 다른 당사자들에 대해 반

칙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합동 결의의 공동-창안자로서, 공동으

로 중대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들의 것이었던 것, 즉 그가 그들에게 

빚진 것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만약 관행 위반의 위협이 있으

면 그들은 준수를 요구하고, 또 부준수(不遵守)에 대해서는 힐책할 자격

을 갖는다. 이런 논증은 본질적으로 ‘결의(사적 결정을 포함하는)의 규

범성’과 ‘결의의 합동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논

변을 이루지 않으며, 각 당사자의 사익에 호소하는 타산적 논변도 아니

다. 반칙 기준은 오직 관행의 합동 결의 설명에 의해 충족된다.108) 

104) “X owes Y his φ-ing”라는 진술의 다른 방식은 “Y has a right against X to X’s 
φ-ing”이다. 이에 관한 추가 논의는 Margaret Gilbert, “Scanlon on promissory 
obligation: the problem of promisses rights’”, J Philos 101, 2004. 참고.

105) 번역의 과정에서 원문의 미묘한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원문 그 로 옮김. (흘
림표시는 원문에 의한 것임.)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0.

106) 하딘 (황수익 옮김), 집합행동, p. 277.
107)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7.
108) Gilbert, 위의 글,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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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버트는 사회적 관행 이론은 위의 세 기준들-①적합한 “당위” 기

준, ②집체성 기준, ③반칙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의 ‘합동 수용 설명’이 바로 그런 이론이라고 강조한다.

3) 길버트의 관행 이론 검토

(1) 핵심 요소

   길버트의 설명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요소로 한다. ①합동 결의에 대

한 전체론적 이해방식, ②엄명이라는 아이디어, ③자기-수신적 명령

(self-addressed commands, 재귀적 명령)으로서 결의라는 아이디어다.

   첫째, 사회 전체론(social holism)의 특징을 보인다. 길버트에 따르면 

관행은 집단적인 합동 결의의 산물이다. 이는 각자의 개별적인 결의들이 

단순히 합쳐진 총합으로서의 ‘접합된 사적 결의’가 아니다. 집단 구성

원들은 “하나의 집합체로서(as a body)” 특정한 패턴을 규범적인 것으

로 수용하며, 각 당사자들은 합동 결의의 창설에 참여한다. 이는 합동 

결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함으로써 이뤄진다. 그 

집단은 이 공동 의지(joint willing)에 의해, 그리고 구성원들은 그 결의된 

집단 안에서의 구성원성(membership) 덕분에 연관된다. 결국 전체가 연

관되고, 전체가 모두 그 결의를 포기하는 일치된 합의가 없는 이상 각자

는 구속되는 것이다. 이렇듯 합동 결의에의 당사자들은 하나의 집단적 

실체를 구성하는데, 길버트는 이를 ‘다중 주체’라고 부른다.

   둘째, 관행에 의해 규율되는 집단들은 특정한 엄명에 자신을 결부시

킨다. 길버트의 설명에 따르면,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관찰 가능한 행위 

정규성은 관행 존재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관행은 합의의 산물로도 존재

할 수 있으며, 관행에 복종해야 할 특별한 상황 요건이나 추가적인 합리

적 근거도 전제되지 않는다. (루이스의 설명과 특히 대조적이다.)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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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수용된 엄명’이 길버트 관행의 핵심적인 필수요건이다.

   셋째, 재귀적 명령으로서의 결의 요소이다. 길버트는 관행의 이유 제

공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합리적 근거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대신 

재귀적이고 자기 정당화적인 명령 관념에 호소함으로써 관행이 갖는 이

유 제공의 규범적 특성을 해명한다. 재귀적 명령이 자기 정당화적 이라

는 것은 ①명령 발행자가 그것을 발하도록 유권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②그 결과로 야기된 질서가 규범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요

컨대, 관행은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집합체로서 수용하는 합동 결의의 

산물이다. 길버트에게 있어서 이 결의는 심리적 상태가 아닌 특별한 규

범적 결과들을 동반한 행위로 이해된다.

   길버트의 설명에서 관행 규범성의 원천은 ‘엄명에의 결의’로부터 

도출되며, 이는 관행이 갖고 있는 본래적 규범성의 핵심이다. 엄명에의 

결의는 그것을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책무를 결정짓는 적절

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합동 결의의 기본 구조”는 책무와 권리의 

틀에 의해 구성된다. 이는 그 집단 구성원 전체가 다함께 형성한 것이기

에 모두가 구속되면서도 각자가 또 구속되는, 즉 집단적인 구속을 이끈

다. 따라서 적절한 경우에 수행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타방은 일종의 

채권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어, 그 불이행을 힐책할 수 있다. 책무들

은 상호적이면서도 서로 간에 빚지고 있다는 속성을 갖는다. 길버트는 

이것이 합동 결의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주장한다.

(2) 길버트의 합동 수용 설명법의 특징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길버트의 합동 결의 설명의 특징을 다음 네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책무에 대한 주지주의의 집단적 버전이다. 책무들은 일방적이

나 단독적으로는 탈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함께 합동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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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기에 각자는 반드시 합동적으로 구속된다. 또 그것의 소멸에 있어서

도 동일한 방식이 요구된다. 즉, 단독적 이탈은 합리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데 이는 집체성 기준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둘째, 자기 결의는 자기 정당화적이며, 그 자체로 고유한 합리적 구

속력(sui generis rationally binding)을 발휘한다. 즉 길버트의 설명 안에

서 관행은 모종의 외부적인 도덕적 이유나 타산적 이유의 결합을 요하지 

않는다. 길버트의 사회적 관행은 그 자체의 내적 구조와 기제를 통해 규

범력이 도출되며, 그 이유는 완결적이다. 관행의 이 고유한 특성은, “관

행이란 ‘이유 불문(no questions asked)’의 준수를 요하는 엄명들에 대

한 집단적 헌신”이라는 그녀의 견해에 의해 더 강화된다.

   셋째, 관행적 책무들은 특정한 방향을 가진다. 구성원들은 연합적으

로 결의한 집단의 다른 동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즉, 책무 부

담과 실현의 대상은 실제로 함께 합동 결의에 동참한 동료 구성원들에게

로 엄격히 제한된다.

   넷째, 관행의 존재와 그것의 규범력은 최초의 합동 결의에 의해 결정

된다. 달리 말하면, 관행의 규범성 원천이 루이스적 의미의 ‘준수-의존

성 요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관행을 형성하는 합동 결의는 논리적으로 

‘집체성의 존재’를 필함 함에도 불구하고, 길버트는 “관행의 존재(와 

규범력)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관행에 대한 정규적 준수에 의존한

다.”는 루이스적 견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그녀는 관행은 누군가가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 준수가 결여된 

상황에서도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여타의 관행 

이론가들-예컨대 루이스나 마머 등-의 설명과 완전히 상반된다.

   요컨대, 길버트에 따르면 관행의 존재와 규범력은 전적으로 최초의 

합동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다른 사람들이 관행을 준수할 것이라는 기



- 50 -

대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점에서도 그녀의 설명은 준수 의존성을 관행 

성립의 필수요건으로 삼는 흄-루이스 견해와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109)

(3) 길버트의 관행 이론 평가: 의의와 한계

   길버트는 초기에는 사회적 관행을 ‘공동으로 수용된 엄명(jointly 

accepted fiat)’으로 제안했다. “관행이라는 우리의 일상적 개념은 공동

으로 수용된 행위 원리의,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관련된 집단 엄명이다.”라고 정의한다.110) 그녀는 이후 이론을 보다 정

교화 해왔고, 현재는 “그것이 합동 결의의 면에서 이해되는 한, 그러한 

설명을 합동 수용의 면에서 여전히 표현할 준비가 되어있다”111)고 한

다. 이를 “합동 수용 논법” 이라고 성격 규정한다. 존재론적으로나 인

식론적으로도 집단적인 산물로 이해되는 길버트적 관행은 “단일체로서 

수용(accept as a single body)” 이라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합동 수용을 구성하는 합동 결의”가 있다. 다음은 위의 

정의를 합동 결의라는 면에서 확장시킨 설명이다.

인구집단 P는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유형 S의 상황에서 행위R에의 정규성에 

대한 준수 관행을 갖는다. 즉, P의 구성원들은 스스로에 대해 ‘R은 준수될 

것이다’라는 엄명에 하나의 총체로서 공동으로 결의할 때에만 그러하다.112)

109) 하지만 포스테마는 길버트의 모델 안에서도 준수-의존성의 잔재가 두 가지 점에서 남
아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관행적 책무는 다른 이들의 의지(willing)와 그들의 의지간의 
개별적 연결로서만 발생한다. 둘째, 만일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된다면, 책무는 소
멸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길버트는 공동체 의지 의존성(a community will 
dependence)에 몰두 하였고, 이는 흄-루이스 모델의 준수-의존성과 평행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Gerald J.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common law world (Treatise 11), Springer, 2011, p. 510.

110) Gilbert, On Social Facts, p. 377.
111)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1. 그녀는 현재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

에 한 자신의 설명을 근본적인 합동 결의(underlying joint commitment)의 면에서 
말하기를 선호한다고 한다. Gilbert, 위의 글, 각주 45. 그녀는 현재 다중 주체(plural 
subject) 이론을 보다 발전시키며, 공동 결의에 한 강조의 방향으로 자신의 이론을 
재정식화 해나가고 있다. 그런 변화에 한 설명은 Margaret Gilbert, Living 
Togeth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pp. 7-9.

112)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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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버트는 자신이 주장한 “합동 수용 논법”은 루이스의 설명과는 근

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우수하다고 확신한다.113) 합

동 수용 논법은 합동 결의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전체론적이면서 비-개

별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길버트는 한편에서는 ‘합동 결의’라는 독

특한 개념의 철학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지만, “합동 결

의라는 아이디어에 관해서는 형이상학적으로 문제시 될 만한 의미에서의 

‘초개인적인(supraindividual)’ 것은 없다.”114)고 일축한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이론의 전적인 수용을 주

저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강한 집단적 의지와 그것

의 균질성에 대한 가정, 해명되지 않은 엄명 요소에 대한 호소, 그리고 

책무와 권리의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전제들이 이 모델을 있는 그대로 수

용하였을 경우 실천적 차원에서의 잠재적 위험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명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녀가 그리는 집단은 도덕적 존재

들 간의 강한 신념 공동체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과연 

오늘날 (여러 면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또 다종・다기한 수많은 현실

의 관행들에 대해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

문이다. 그녀의 설명은 분명 관행의 본질적인 규범성에 대한 가장 적극

적이고 강력한 옹호이긴 하지만, 그녀가 강조하는‘집단 엄명에 대한 집

단적인 합동 결의’라는 관행 규범성의 원천은 적어도 ‘법적 관행 모

델’로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법적 관행이 속해있는 

더 상위의 법질서와의 체계 정합성도 길버트의 사회적 관행 이론 안에서

는 설명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길버트의 이론은 획기

적인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으로도, 그리고 

‘법 이론으로서 관행 이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113) 이 점에 관한 길버트의 확신에 찬 단언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설명적 기획과 
관련하여 관행에 한 나의 설명이 루이스의 것보다 확실히 더 낫다고 나는 주장한
다.”(Gilbert, 위의 글, p. 6.) ; “나의 설명은 “관행은 규칙이다”라는 기준에 있어서 루
이스의 설명보다 확실히 더 낫다고 나는 믿는다.” (Gilbert, 위의 글, p. 12. 각주 52.)

114)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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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의 관행 이론: “집단적 목표”115)

1) 핵심 개념과 관행 정식

   세이머스 러(Seumas Miller)116)는 ‘집단적 목표(collective ends)’라

는 관념을 도입117)하여 관행의 본질을 설명해낸다. 러가 말하는 집단

적 목표란 행위자 집단에 의해 공유된 것으로서 오직 그 행위자 전체에 

의한 행위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행위자들에 의

해 서로 믿어지게 된다. 러는 관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어떤 상황 s에서 j에 대한 관행은 오직 다음의 경우에

만(iff) 행위자들 사이에서 만연한다. 즉, 그것은 공유된 집합적 목표 d를 실

현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s에서 j를 수행하는 한, 각자가 s 안에서 j에 대

한 지속적인 의도(standing intention)를 가진 행위자들에 의해 서로 믿어지는 

경우에만 그 관행은 행위자들 사이에서 만연한다.118)

   러가 주장하는 관행 개념의 핵심은 집단적 목표에 있다. 예컨대, 

우측 주행에 상응하는 집단 목표는 충돌 방지이다. 하지만 그는 길버트

가 주장하는 복수 주체 같은 독립된 사회적 실체 관념은 거부한다. 러

는 관행 자체에 내적인 규범적 요소를 부인하며, 사회적 관행을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패턴으로 분석한다.

115) Rescorla, “convention”, pp. 14-15.
116) Seumas Miller, “Truthtelling and the Actual Language Relation,” 

Philosophical Studies, 49, 1986, pp. 281–294.; Seumas Miller, “Conventions, 
Interdependence of Action, and Collective Ends,” Nous, 20, 1986, pp. 117–
140.; Seumas Miller, “Rationalizing Conventions,” Synthese, 84, 1990, pp. 23–
41.; Seumas Miller, Social Action: A Teleological Accou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17) Miller, Social Action: A Teleological Account.
118) Miller,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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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의 관행 이론 검토

   러의 설명은 ‘집단적 목표’라는 관념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상과

는 달리 실제로 많은 점에 있어서 길버트보다는 루이스의 설명과 유사하

다. 러는 루이스의 환원주의적 관점을 공유한다. 그는 사회적 관행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비환원적인 사회적 요소에 의거하지 않고, 관행

을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패턴으로 분석해낸다. 특히 ‘다중 주

체’ 같은 독립된 사회적 실재 관념을 거부한다. 그는 도덕성이나 합리

성에 의해 양산되지 않는, 관행자체에 내재적인 규범적 요소를 부인한

다. 바로 이런 점을 통해 러의 관행 분석은 본질적으로 루이스의 설명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19)

   러의 관행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반론이 제기된

다. 주로 ‘공유된 집단 목표에 대한 자각’ 이라는 요소가 문제된다.

   첫째, 관행에 의해 공헌되는 ‘집단적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 둘째, 러의 관행 정식은 관행에의 참여자들에

게 과도한 자기 이해를 요한다. 설사 관행에 의해 공헌되는 분명한 집단 

목표가 있다하더라도, 현실의 많은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

지 자신의 개별 복리에만 관심을 갖기도 한다.120) 버지가 정확히 지적하

고 있듯이, “관행의 당사자들은 관련 목표들(그들의 실행의 사회적 기

능)에 대해 자주 혼란스러워하며, 종종 그것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그 방

법의 기원에 대해서는 모르기도 한다.”121)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집

단적 목표’의 존재를 전제로 관행 참여자들에게 과도한 자기이해를 요

하는 러의 관행 정식도 충분한 설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9) Rescorla, “Convention”, p. 27.
120) Rescorla, 위의 글, pp. 27-28.
121) Burge, “On Knowledge and Convention”,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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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칸의 관행 이론: “선례의 무게에 의해 지속되는 패턴”

1) 핵심 개념과 관행 정식

   리칸(Ruth Millikan)122)은 생물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관행 개념에 

대해 매우 급진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그는 관행을 대체로 선례의 무게

로 인해 인구집단 내부에서 재생산된 행위 패턴으로 정의하는데, 그 핵

심은 ‘재생산’에 있다. 리칸이 말하는 재생산이란, 만약 전례가 달

랐다면 최근의 예도 그에 상응되게 달라졌을 모종의 사회적 작동기제

(mechanism)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재생산된 행위 패턴이 다 

관행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관행성을 보증하며, 관행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또한 그것의 확산 기제는 무엇인가?

   리칸이 말하는 재생산된 패턴으로서의 관행은 그것의 내적 장점 덕

분이 아닌, 전적으로 선례의 무게에 의해 발생하고 반복・재생산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작동기제의 예로 그는 상상력의 결여, 준수에의 욕

망, 실행된 것에 고정시킴으로써 안전하게 행위하기 등을 들고 있다.123)

2) 리칸의 관행 이론 검토

   리칸의 관행 이론은 철저하게 합리적 토대가 배제된 설명이라는 점

이 특징적이다. 리칸은 관행의 형성과 지속에 있어 합리성이나 이유 

등의 요소를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124) 이런 점에서 그의 설명은 합리성

122) Ruth Millikan, Language: A Biological Model,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Ruth Millikan, “A Difference of Some Consequence Between Conventions and 
Rules.”, Topoi, pp. 87-99.

123) Rescorla, “convention”, p. 28.
124) 이러한 점은 관행을 ‘준수할 이유들의 함수’로 파악하는 마머의 입장과 상반된다. 마

머 역시 이 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제공한 나의 설명과 리칸의 입장 사이의 주된 차
이는 관행과 이유의 관계에 있다. 나의 견해에서는 관행성은 이유들에 상 적이지만, 
그녀의 견해에서는 관행은 기본적으로 이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Marmor,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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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루이스적 전통과 대립된다. 즉, 리칸의 이론은 관행을 사익

을 추구하는 타산적 개인들 사이에 어떤 불편함에 대한 구체책으로 파악

한 흄이나, 합리적 개인의 합리적 추론의 틀 안에서 관행 개념을 정식화 

한 루이스 이론에 대한 대항 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선 설명 이론의 차원에서 리칸의 관행 모델은 몇 가지 한계를 드

러낸다. 첫째, 리칸은 선례의 존재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으나, 애초

에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첨단 분야나 새롭게 대두된 문제 상황에 대해

서는 이런 접근은 이론적으로 무력하다. 또한 이 이론은 관행의 맹아가 

되는 최초의 행위패턴의 형성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다. 즉, 관행의 유지・확산・지속과 관련된 작동 메커니즘 규명에 천착

하였지, 최초의 관행이 형성되는 단계에 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

다. 둘째, 리칸의 모델은 법질서 안에서 작동하는 법적 관행의 특수한 

규범적 측면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컨대 법적 관행이 갖는 체계성이나 

공식 제도로서의 속성, 실천 이성 결부적 측면, 나아가 정당성의 면 등

을 설명할 이론적 자원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리칸의 설명은 현상에 대한 서술적 차원에서의 설명력을 넘어 규범

적 차원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이론이 하나의 실천이론으로 

수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약 이런 극단적인 비합리주의적 설명

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컨대 무비판적 순응주의로 유지되어온,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부조리한 악습이나 폐풍(弊風) 역시 리칸의 관행 

정의를 충족하게 된다. 즉, “으레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식의 반-

성찰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이 관행이 지속되고 견고해지는 동력으로 작

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그리고 리칸의 설명이 이런 주장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도구로 활용될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한다. 결론적으로 

Convention, p. 25. 각주 30. 물론 근자에는 관행에 관해 ‘이유에 근거한 접근법
(reason-based approach)’ 자체를 비판하는 논자도 있다. (Del Mar, “Marmor’s 
Social Conventions: The Limits of Practical Reason”.) 하지만 이 역시도 생물학으
로부터의 뿌리를 가진 리칸의 자연주의적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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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정립된 리칸의 관행 모델은 사람들의 자

율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형성된 사회적 관행의 본연을 설명

하고 또 그것에의 복종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제3절 마머의 복합적 관행 모델

1. 관행의 개념과 관행성 정의

1) 개관

   사회적 관행 이론가들은 관행 연구에 천착하게 된 특별한 배경과 상

이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마머가 관행 이론에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실천적 추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실천적 이유(practical reason)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125) 또한 마머는 법철학의 중요한 

논쟁 중 하나인 법관행주의 라는 특수한 맥락을 배경으로 하며, 관행주

의적 입장을 취하는 법실증주의 내에서도 특별함이 있다. 특히 그는 반

관행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으로서, 법의 사회적 토대에 대한 관행주의적 

이해방식의 잘못은 관행주의 테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행주의자

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관행에 대한 설명에 있다고 역설한다.126) 그리고 

법체계의 법효력 근거가 되는 법관들의 토대적인 승인 활동, 즉 승인 규

칙127)의 본질은 조정 관행이 아닌 구성적 관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행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128)을 제시한다. 

125) Marmor, Social Convention, p. Ⅻ.
126)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519.
127)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second edition, Clarendon Press, 1994, 

Chap. 6. (번역서는, 허버트 하트 (오병선 옮김), 법의 개념, 아카넷, 2001, 제6장.)
128) 법의 관행적 토 에 관한 마머의 설명은 관행에 한 배경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①관행에 관한 일반적 분석, ②조정 관행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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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지 마머의 특별함은, 그가 사회적 관행에 대한 일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후, 자신의 관행성 이론을 도덕・언어・법과 같은 개

별 영역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마머의 설명은 사회적 관행의 관

념과 법관행주의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항이 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

리고 일반 이론의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 사회적 관행 이론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129)

2) 관행성 정의

   마머는 관행성(conventional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떤 규칙 R은 다음의 모든 조건들을 획득하는 오직 그 경우에만 관행적이다.:

(1) 사람들의 집단인 인구집단 P가 있으며, 그들은 보통 상황 C에서 R을 준

수한다.

(2) P의 구성원들에게는 상황 C에서 R을 준수할 이유 혹은 이유의 조합이 

존재한다.

(3) 적어도 또 하나의 다른 잠재적 규칙 S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만약 P의 

구성원들이 상황 C에서 실제로 [S를] 준수해왔다면, P의 구성원들에게 있어 

상황 C에서 R 대신 S를 따를 충분한 이유가 되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R 대

신 S가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왔다는 것을 부분적인 이유로 한다. 상황 C에서 

규칙 R과 S의 양자를 동시에 준수하기는 불가능하다(혹은 무의미하다.).130)

   첫 번째 조건은 관행의 사회적 본성에 대한 재진술로 볼 수 있다. 그

는 관행 규칙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되며 그가 구성적 관행이라고 부르는 관행의 부류(class)에 한 분석, 그리고 ③표층적
인 구성적 관행에 상반되는 심층 관행에 한 분석으로 되어있다.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519.

129) 예컨  포스테마나 콜먼은 법체계의 권위 근거와 토 규범의 본성 해명이라는 법철학
의 특수한 주제를 해명하기 위해, 그 범위에 한하여 관행(성)에 한 연구를 수행했다. 
따라서 그들은 루이스, 길버트와 같이 사회적 관행의 개념 자체를 일반이론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학자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점에서도 마머는 그들과 차이를 보인다.

130) Marmor, Social Conventions, p. 2.; Andrei Marmor, “Is Literal Meaning 
Conventional?”, Topoi, Vol. 27, 2008, pp. 101-102.



- 58 -

는데, 이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규칙이 구속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관행이 합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조건은 두 가지 점을 함축한다. 첫째는, 

이유 혹은 이유의 조합이 사람들 사이에 항상 같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

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관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관행에 따를 이유는 명명백백할(transparent)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행성

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마머는 이 불투명성(opaqueness)이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규칙이 관행이라는 점을 전혀 모를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고 있는 것이 규칙이라는 점에 대해서

는 항상 잠재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131) 이 두 가지 특징은 세 번째 조

건, 즉 관행 규칙이 임의적임을 강조한다. 관행 규칙은 임의적이고, 만약 

실제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그 취지를 상실하게 된다.132)

3) 핵심 요소 및 특징

   관행의 개념과 관행성에 관한 이러한 분석과 정의에서 다음의 몇 가

지 핵심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133) 이를 통해 마머의 관행 정식의 내

용과 특징을 이해해보자.

   첫째, ‘규범-규칙의 요소’134): 마머에 따르면 관행은 단순한 행위 

131) Marmor, Social Conventions, p. 7.
132) Goldoni, “Multilayered Legal Conventionalism and the Normativity of Law”, 

p. 167.
133) 아래 설명은 포스테마의 설명 틀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해석, 인용구와 

순서 등에 있어서는 필자의 설명을 더하고 수정하였다.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p. 520-522.

134) 여기서 ‘규범-규칙 요소’라고 병렬적으로 엮은 것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
면 두 개념은 유사하지만 논자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구별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마
머는 ‘규칙’과 ‘규범’에 한 자신의 용법을 책의 각주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
서 나는 ‘규칙’은 언어적 형식의 내용이며, 따라서 규칙은 실천과 무관하게 유효하거나 
정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중략) 나는 단어 ‘규범’을 사람들에 의해 준수되는(be 
followed by population) 규칙이나, 최소한 사람들에 의해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
는 규칙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칙’과 ‘규범’의 용어는 상
호교환가능하게 사용될 것이다.”  Marmor, Social Conventions, p. 3. 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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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regularity)이 아니라, 행동을 지시하고 실천적 추론 안에서 기능

하는 규범이다. 규범으로서 관행은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며, 구속력 있

는 규칙이다. 마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모든 규범적 규칙들과 같이, 그것들[관행들]은 명시적으로 행위를 향도

하고, 평가의 규준을 제공하며, 행위를 이해가능하게 하는데 있어 설명적 역

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학습자(learners)에게 연관된 행위에 어떻게 관여하는

지를 지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35)

   둘째, ‘준수 요소’: 관행은 사회적 규칙이며 일정 규모의 행위자들

에 의해 실천되고 준수되는 한에서 존재하게 된다. 규칙을 준수한다

(following)는 것은 그것에 부합하게(conform to) 행동하는 것일 뿐만 아

니라 그 규칙을 행위의 이유로 다루는 것인데, 이는 그것이 요구되기 때

문에 요구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136)

   셋째, ‘이유 요소’137): 관행은 준수할 이유가 있는 규칙이다. 즉 어

떤 규칙을 관행으로 자격화하기 위해서는 준수할 최소한의 이유가 반드

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머는 이유들의 종류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도

적으로 침묵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설명은 형식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넷째, ‘임의성 조건(the arbitrariness condition)’:138) 임의성은 조건 

135) Marmor, “On Convention”, p. 354.
136) Andrei Marmor, “How Law is like Chess”, Legal Theory 12, 2006, p. 354, 각

주 19.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520.에서 재인
용.)

137) 델 마는 마머 관행 이론의 이러한 요소를 ‘실천이성 접근법’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사회적 관행과 사회적 규범성 탐구에 관한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친숙하게 경험하는 환
경에서의 사회적 행위의 풍부함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즉, 낯선 상황
이나 낯선 행위에 한 이해에 이를 경우에 실천이성 접근법이 전적으로 부적합한 이유
는 그것이 낯선 것(the unfamiliar)을 친숙한 것(the familiar) 아래로 포함시키는 경향
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규칙들이나 혹은 그 관찰자에게 이미 친숙한 이
유에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러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Del Mar, “Marmor’s Social Conventions: The 
Limits of Practical Reason”.

138) 포스테마는 임의성은 다음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다.: ①실천된 규칙들, ②그 규칙을 실천한 인구집단(a population), ③그 규칙 준수에 
의해 산출되는 이유들, ④그 규칙에 안이 되는 다른 규칙들: 동일한 인적집단에 해 
이용가능하며, 만약 그것이 실천된다면 동일한 이유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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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두 측면을 포함한 이중조건이다. 첫 

번째 측면은 인식 가능한 대안 규칙을 갖는다는 점이다. 마머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어떤 규칙이 그것의 기능과 목적에 있어서 중대한 손실 

없이 대신 준수되어질 수 있는 대안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행이 아

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컨대 합리성의 규범이나 근본적인 도덕

규범들은 (적절히 정의되고 자격을 갖춘) 관행이 아닌 것이다.139) 임의성

의 두 번째 측면은 관행을 따를 이유의 특별한 본성에 관한 것으로서, 

바로 다음에서 설명될 ‘준수-의존성 조건’과 연결된다.

   다섯째, ‘준수-의존성 조건(the compliance-dependence condition)’: 

마머는 준수-의존성 조건을 임의성의 한 측면으로 이해한다.140) 우리가 

관행에 따르는 이유는 그것의 내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

들이 실제로 그것을 따른다는 사실에 있다. 예컨대, 우리가 도로에서 우

측주행을 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 역시 우측주행을 하기 때문

이다. 또 파티에서 정장을 갖춰 입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유사하게 그렇

게 하기 때문이다. 마머는 이를 “준수-의존적 이유”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여 설명한다.

∎ 규칙 R을 따를 이유는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상황 C에서 인구집단 P에

게 있어 준수 의존적이다.

(1) R을 가질 이유가 존재하는데, 이는 적어도 또 하나의 대안적 규칙 S를 

가질 이유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2) (상황 C에서) S 대신에 R을 준수할 이유의 일부는, 상황 C에서 그 규칙

이 P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에 의해 실제로 준수된다는 그 사실에 있다. 달리 

말하면, 만약 R이 일반적으로 준수된다면(comply with) R을 위한 이유가 존

재한다. 그리고 만약 그 대안이 일반적으로 순응되어온 그 규칙이라면 대안

들.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521.
139) Marmor, Social Conventions, pp. 9-10.
140) 논자에 따라 ‘임의성 조건’과 ‘준수-의존성 조건’ 간의 상관관계 혹은 포함/위계관계

에 관하여 립된 의견을 보인다. 예컨  루이스는 양자를 동등한 요건으로 제시한다. 
포스테마는 준수 의존성을 보다 본질적인 요소로 다룬다. 이와 달리 마머는 준수 의존
성을 임의성을 이루는 한 측면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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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위한 이유는 [R을 위한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141)

   마머의 설명에 있어서 ‘준수 의존성’ 혹은 ‘준수 의존적 이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준수 의존적 이유

는 그 관행을 따를 본질적 이유이긴 하지만 동시에 부분적인 이유일 뿐

이다. 마머는 관행 규칙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이유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칙을 따른다.”라고 한다. 

   둘째, 준수-의존적 이유가 그 규칙을 따르는 이유나 합리적 근거들의 

일부를 초기에 형성하는 경우에만 관행이 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하는 규칙을 생각해보자. 마머의 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관행 

규칙이 아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공공장소

에서의 흡연금지’는 타인에게 위해를 야기하면 안된다는 실질적인 도덕

적 이유에 의해 요구되는 규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장소

에서 어느 누구도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인근 지역이 연기로 가득 찬다

면 금연규칙을 따를 이유는 상실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규칙을 

따를 이유[도덕적 이유]는 여전히 있지만, 이는 그 여건 하에서 ‘작동하

는 이유(operative reason)’는 아닌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공

공장소에서는 금연해야 하는 ‘최초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 규

칙을 실제 준수한다’는 사실, 즉 준수 의존적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실질적인 도덕적 이유에 의

한 것이기 때문이다.142) 요컨대, 어떤 규칙이 관행인지 여부는 그 규칙에 

따를 최초의 이유가 준수 의존적 이유인지에 달려있다.

2. 관행의 유형

   마머는 루이스적인 조정 관행 모델을 받아들이면서도,143) 조정 문제 

141) Marmor, Social Conventions, p. 11.
142) Marmor, Social Conventions, pp. 10-11.
143) 반면에 마머는 길버트의 사회적 관행 이론에 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

한다. 길버트에 한 마머의 핵심 비판은, Marmor, Social Conventions, pp.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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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라는 틀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유형의 관행을 제시한다. 마머

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만약 조정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내가 

언급해온 관행의 규범성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마머는 ‘애초에 관행을 가질 이유(reasons for having a 

convention in the first place)’와 ‘존재하는 관행을 준수할 이유

(reasons for complying with an existing convention)’를 구별한다. 우리

는 애초에는 그 관행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 

할 이유가 있는 많은 관행들을 본다. 수많은 에티켓 관행이 이런 특징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마머가 말하는 ‘구성적’ 관행의 예이다.

1) 구성적 관행

   마머에 따르면, 사회적 관행은 수많은 종류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반

응으로 발전하며 광범위한 종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우리

는 그러한 모든 요구가 조정 문제로 환원된다고 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144) 그는 조정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면에서는 설명될 수 없으며, 

그것의 주된 기능이 사회적 실행(social practice)145)을 구성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회적 관행도 분명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마머는 그것을 ‘구성

적 관행(constitutive convention)’이라고 부른다. ①구성적 관행이 무엇

인지, 그리고 ②구성적 관행은 조정 관행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

(1) 구성적 관행의 이중 기능

사회적 관행 이론의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루이스에 한 길버트의 전면적인 비판과 
안 이론이 마머에 의해서 재반박되고, 루이스적 관행 모델이 마머에 의해 옹호되며 

부분적으로 추가・보완되는 이론사적 변천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144) Marmor, “How Law is like Chess”, p. 25. 필자 역시 마머의 이런 지적에 동의하

며, 본고에서 제안하는 ‘법적 관행 정식’의 첫 번째 조건에 이 점을 부분적으로 반영하
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 제5장 제1절을 참고.

145) ‘practice’의 번역어 선택과 관련하여 본고의 각주2에서 언급한 바 있다. 마머의 이
론을 논하는 문맥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ocial practice’를 ‘사회적 실행’
으로 옮긴다. 왜냐하면 마머는 ‘practice’를 하나의 활동으로 이해하기에, 마머의 맥락
에서는 practice가 주로 인간의 적극적인 행위 측면을 다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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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머는 썰(John R. Searle)의 구성적 규칙 이론을 수용하여 ‘구성적 

관행’이라는 새로운 관행 유형을 제시한다. 그는 규제적 규칙(regulative 

rule)과 구성적 규칙(constitutive rule)의 구별에 대한 썰의 견해에는 부분

적으로 비판적이지만, 썰의 통찰이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고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옹호한다.146) 구성적 규칙이란 무엇일까?

   마머는 행동은 규칙에 의해 이뤄지지 않지만 사회적 실행은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활동이라고 말한다.147) 그러한 사회적 실행을 구성하는 

규칙이 구성적 규칙이다. 구성적 규칙의 논리적 형식은 “X는 (맥락) C

에서는 Y라고 간주한다.”이다. 예컨대, 축구 경기를 생각해보자. ‘축

구’라는 게임은 수많은 종류의 구성적 규칙들이 모여 결국 ‘축구’라

는 관행적인 사회적 실행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구성적 규칙들

이 없다면, 넓은 평지에서 열한 명의 사람이 공 하나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활동을 사람들은 ‘축구’라는 의미 있는 사회적 실행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움직임들과 활동을 ‘축구’라는 사회적 실행

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구성적 규칙들의 체계이다.

   구성적 규칙은 그것의 주된 기능이 사회적 실행을 구성하는 것으로

서, ①사회적 관행과 ②제도적으로 제정된 규칙이 있다.148) 전자는 ‘관

행적 실행’을, 후자는 ‘제도적 실행’을 구성한다.149) 그리고 이런 특

146) 썰은 제도적 실재(institutional reality)의 구성요소로 ‘집단 지향성’, ‘기능의 할당’, 
‘구성적 규칙’을 들고 있다. 썰은 구성적 규칙들의 체계 속에서만 제도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것이 곧 제도적 실재라고 주장한다. John Searle, Speech 
Acts, p. 33. 썰이 들고 있는 ‘제도’의 예는 부분의 관행 이론가들이 전형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화폐, 언어 등과 중첩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도주의’와 ‘관행주의’는 상당
히 많은 점에서 닮아있다. 썰의 ‘규제적 규칙’과 ‘구성적 규칙’ 구별에 한 마머의 분
석과 비판에 해서는, Marmor, Social Conventions, pp. 32-34.

147) Marmor, 위의 책, p. 34.
148) 반면에 썰은 구성적 규칙이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John 

R. Searle,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New York, 1995, p. 28. 이에 
해 마머는 썰이 이 결론에 해, 그리고 규칙과 관행 사이의 구별에 해 그 어떤 논증
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Marmor, 위의 책, p. 35, 각주 8.

149) 관행적 실행과 제도적 실행의 예는 다음과 같다. Marmor, 위의 책,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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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갖는 사회적 관행의 유형이 ‘구성적 관행’이다. 대표적인 예로 

체스 게임이 있다. 체스를 이루는 규칙이 구성적 규칙인데, 이는 무엇이 

게임인지, 그것을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를 정의하는 이중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이 규칙은 무엇이 게임에서의 승리와 패배로 간주되는지, 그 

게임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움직임인지 등을 정한다.

   요컨대, 구성적 관행은 언제나 구성적 기능과 규제적 기능의 이중 기

능을 수행한다. 구성적 관행은 사회적 실행을 구성하며, 동시에 그 실행 

안에서의 행동을 규율한다.150)

(2) 구성적 관행의 관행성

   마머에 따르면, 구성적 관행은 다양한 인간적 필요와 가치에 반응하

는 경향이 있다. “관행에 의해 구성되는 모든 사회적 실행 속에는 그 

실행들이 기여하거나 구체화하는 일반적 관심들, 그리고 그 실행 자체를 

구성하는 관행들에 의해 구성되는 방식으로 그 실행과 결부된 가치들의 

혼합이 들어있다.”151)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규칙을 관행적으로 만드

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사실들의 조합에 있다. 첫째, 구성적 

관행이 반응하는 욕구, 기능 혹은 가치들은 그 규칙의 내용을 근본적으

로 불충분하게 결정짓는다.152) 즉, ‘과소(寡少) 결정성

관행적 실천 제도적 실천들의 예

‘관행적 규칙’에 의해 구성되는 실천 ‘제도적으로 제정된 규칙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실행

① 구조화된 관행적 게임 (체스게임, 테니스, 
축구 등) 

② 예술의 형식(과 일부 장르들) (연극, 오페
라, 시 등) 

③ (일부) 에티켓 실천들 (테이블 매너, 인사
법 관행, 주의 상이한 유형을 진술하는 
언어 형식 등) 

④ 사회적 의식과 의례 (결혼식, 무도회 등)

① 법 제도들 (입법부, 법원, 행정부 등)
② 유사-법적 (혹은 파생적) 제도들 (칼

리지 혹은 학, 정당, 다양한 종류
의 클럽들, 스포츠 리그 등)

③ 종교 제도들 (교회, 신도 등)

150) Marmor, “How Law is like Chess”, p. 36.
151) Andrei Marmor, Positive Law and Objective Valu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15.
152) 골도니는 관행이 언제나 기본적인 인간적 관심(human concern)과 연결되어있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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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determinacy)’이다. 예를 들어, 경쟁적인 지적 보드 게임을 하려

는 욕구나 바람이 체스 규칙의 내용을 결정짓지 않는다. 극적 공연

(dramatic performance)을 무대에 올리려는 창조적 욕구나 바람이 다양

한 문화권에서 오랜 기간 발생해온 특별한 연극 장르를 결정하지는 않는

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유가 여러 인구

집단이 가진 구체적인 예의의 실행(practice of courtesy)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둘째, 구성적 규칙을 따르는 이유는 ‘준수 의존적 이유’이다. 

관행적 실행에 참여하는 이유는 실행이 존재하고, 그 실행을 이루는 규

칙이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준수되고 있다는 사실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의한 일정 수준의 일반적 준수가 없다면, 그

러한 사회적 실행은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과소 결정성’과 ‘준수 의존적 이유’라는 두 요소가 

관행적인 사회적 실행의 구성적 규칙이 왜 임의적인지, 그래서 관행적인

지를 설명해준다. 구성적 관행도 마머가 일반이론의 차원에서 제시한 관

행성의 조건들을 충족하며, 따라서 적절한 관행임을 알 수 있다.153)

(3) 구성적 관행의 특징

가. 관행적인 사회적 실행

   구성적 관행에 의해 구성되는 관행적인 사회적 실행은 다음의 특징들

을 갖는다. ①상이한 종류의 구성적 규칙들의 체계로 이루어지며,(‘체계

적 본성’) ②다른 종류의 참여자들(practitioners) 사이에서 복잡한 노동 

분업(division of labor)을 허용하고, (‘노동 분업’) ③그러한 관행이 세

월에 걸쳐 변화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해석적 압력 아래 놓이는 경향이 

있다.(‘해석적 측면’154)) 그리고 ④구성적 관행은 실행의 역사와 역사

행의 ‘근본적인 과소결정(radical underdetermination)’의 측면이 그 실행을 부분적으
로 자율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간적 관심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다른 실행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Goldoni, “Multilayered 
Legal Conventionalism and the Normativity of Law”, pp. 161-162.

153) Marmor, Social Conventions,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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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 경로 의존성을 갖는다.(‘역사와 경로 의존성’)155)156)

나. 구성적 관행의 규범성

   구성적 관행의 규범성은 본질적으로 조건적이다. 그것은 언제나 조건

절을 전제한다. 구성적 관행은 그 실행에 참여하기로 결의한 사람들에게

만 행위 이유를 제공하며157)그의 행위만을 규율한다. 또한 누군가 구성

적 규칙을 준수할 이유는 그 관행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실행에 참여할 

이유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그 게임을 하기 원한

다면 관행적 규범은 그에게 무엇이 게임인지, 어떻게 게임하는지를 알려

준다. 이런 의미에서 구성적 관행을 준수할 이유는 조건적인 이유이며, 

따라서 그 규범성 역시 조건적인 특징이 있다.

다. 구성적 관행과 가치

   마머는 구성적 관행과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다룬다.

그러한[구성적] 관행의 효력은 그것이 구성하는 실행들에 내재된 가치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핵심은 이러한 가치들은 관행 그 자체와 독립적으로 구체화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관행들의 규범성은 루이스에 의해 제안된 노선에 따

라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율적 실행들을 이루는 관행의 규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실행들이 수립한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재

적 가치들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158)

   어떤 관행이 사회적 실행을 구성할 때, 그것들은 보통 ‘그 실행 안

154) Marmor, 위의 책, p. 47.
155) Marmor, 위의 책, pp. 45-50, p. 49.
156) 마머의 주요 저서들의 세부목차를 중심으로 통합해보면 구성적 관행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더 세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①체계성, ②부분적 자율성(partial autonomy), ③
구성적 관행의 역동적 측면, ④노동의 분업(division of labour), ⑤실효성의 조건, ⑥
구성적 관행의 해석적 측면. ⑦역사와 경로의존성  Marmor, 위의 책, pp. 47-49.; 
Marmor, Positive Law and Objective Values, pp. 14-19.; 골도니는 마머의 구성적 
관행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Goldoni, “Multilayered Legal 
Conventionalism and the Normativity of Law”, pp. 161-162.

157) Marmor, Social Conventions, p. 135.
158) Marmor, “On Convention”,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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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재된 가치’의 일부와 ‘거기에 적용되는 평가적 담론의 종류’를 

구성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성적 관행을 따른다는 것은 일종의 활

동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 안에 관여된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 중 일부는 관련된 관행들을 따르는 것의 예

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관행이 갖고 있는 가치를 (i)구

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리고 (ii)그 관행에 의해 구성되는 실행의 배경 하

에서만 오직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예술의 형

태를 보자. 그런 장르들을 구성하는 관행들 역시 그 장르의 특별한 가치

와 평가적 담론(그것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을 상당 정도 

결정짓는다. 연극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치들 중 많은 수는 이 

장르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중 일부는 분명 그러하다. 거기에는 

어떤 연극적인-극적 가치(theatrical-dramatic values)와 연극에만 특별히 

있는 평가 규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 장르의 관행들에 의해 부분적

으로 구성된다.159) 그런데 마머는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구성적 규칙 자

체가 아니라 구성적 규칙을 따르는 활동, 바로 그 실행이라고 강조한다.

어떤 여건 C 아래에서 규칙 R을 따르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규칙 그 자체는 그것의 가치를 구성하지 않는다. [...] 그것에 

관여된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갖는 것은 바로 ‘그 규칙을 따르는 실행’이

다. 체스 규칙을 생각해보자. 체스를 구성하는 규칙들 중 어느 것도 가치를 

구성한다고 말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게임은 그것을 경기하는 사람들에

게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고 이것은 “가치 있는 것(what is valuable)”은 어떤 여건 하에서 그 규칙

을 ‘따르는 것’이라는 진실과 일치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실행을 구성

하는 관행들과 그 실천의 가치들 중 일부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

(constitution)”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규명할 것인가이다.160)

   정리하자면, 구성적 규칙은 그 자체가 가치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사

159) Marmor, Social Conventions, p. 37.
160) Marmor, 위의 책,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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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행위를 향도하고 관련된 사회적 실행을 구성한다. 반면에 구성적 

규칙을 따르는 활동, 즉 그러한 관행적 실행은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납

득 가능한 특별한 내적 가치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관련된 

구성적 관행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 조정 관행과 구성적 관행

   이제 두 번째 물음으로 넘어가보자. 구성적 관행은 조정 관행과 어떻

게 다른가? 다음의 인용구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공한다.

조정 관행의 경우에는 관행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관행에 따를 이유가 기본

적으로 동일하다. 즉 관련된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체

스와 같은 게임의 경우에는 이 점이 반드시 참이지도 일반적으로 참이지도 

않다. 관련된 실행이 등장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의 규범에 따를 

이유와 같을 필요가 없다. 일단 게임이 존재하고 경기가 진행될 수 있으면, 

경기자들이 그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할 이유는 그 게임이 왜 그리고 어떻

게 등장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와는 상당히 독립된 이유로 제공될 수 있다.161)

   이런 특징은 관행의 규범적 측면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조정 관행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 관행을 가질 이유와 개별 

사안에서 그 관행을 준수할 이유가 ‘조정 문제 해결’로 동일하다. 조

정 관행은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고, 사람들은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행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조정 관행의 필연적 

특징은 그 관행을 갖는다는 것의 취지가 관행 그 자체와 독립적으로 혹

은 그보다 앞서 확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162) 다시 말해, 이는 철저

히 관행이 발생하는 이유, 즉 조정 문제 해결이라는 내적 이유에 달려있

다. 그리고 조정 관행에 따를 도덕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그 관행이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 문제의 종류’와 관련된 행위자들이 

161) Marmor, 위의 책, p. 24.
162) Marmor, “On Convention”, p.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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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의 종류’에 의존한다.163) 즉, 

그 조정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사

람들은 그것에 따를 도덕적 이유가 있다는 논변이다.

   반면 구성적 관행의 규범적 측면은 전적으로 그것이 구성하는 사회적 

실행에 참여하려는 이유나 선호에 의존한다. 일종의 외부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체스를 이루는 구성적 관행의 규범성은 애초에 행위자

가 그 게임을 하려는 이유나 선호에 완전히 조건적이다. 그 규칙들은 기

본적으로 “만약 당신이 체스 게임을 하기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절’

을 반드시 전제한다. 즉, 누군가가 구성적 규칙을 준수할 이유는 그 관

행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실행에 참여할 이유에 조건 지워져 있다. 그

리고 구성적 관행은 그 실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행위 이

유를 제공하며, 그들의 행위만을 규율한다.164)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적 관행 조정 관행

기본 규칙의 유형 구성적 규칙 규제적 규칙

체계성 여부 규칙들의 체계로 구성 단일 규칙

주된 기능
이중기능: ①사회적 실행 구성

②실행 안에서의 활동 규율
조정 문제 해결

관행 발생의 이유
인류활동의 기본적 필요, 기능, 

가치 등에 대한 응답 (역사성) 조정 문제 해결

[내적, 비조건적]
관행 준수의 이유

그 실행에 참여할 이유[외적 

이유]에 의존 [조건적 이유]

관행 준수의 

도덕적 이유/ 

규범적 측면

조건적

(그 실행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규범적)

조정 문제의 

종류와 해결할 

이유에 의존

[표 1] 구성적 관행과 조정 관행

163) Marmor, Social Conventions, p. 134.
164) Marmor, 위의 책,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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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조정 관행과 구성적 관행을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마머의 시도

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도 있다. 즉, 마머가 제안하는 ‘구성적 관

행’ 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과연 ‘조정 관행’과 독립적으로 분류될 필

요가 있는지는 또 다른 검토를 요한다. 예컨대 포스테마는 마머의 구성

적 관행 역시 근본적으로는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본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자의 수렴 경향을 논하기도 한다.165)

3) 심층 관행과 표층 관행

   마머는 관행이 갖는 심도(dept)에 따라 ‘심층 관행(deep 

convention)’과 ‘표층 관행(surface convention)’도 구분한다. 심층 관

행은 다음의 점들에 있어서 표층 관행과 다르다.

① 심층 관행은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와 심리적 필요에 대한 규범적 응답으

로 등장한다. 그것들은 우리의 사회세계 안에서의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기능

에 봉사한다.

② 심층 관행들은 일반적으로 일련의 표층 관행들이 등장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며, 많은 유형의 표층 관행들은 심층 관행의 구체화된 실례로서만 오직 

가능하게 된다.

③ 정상적인 여건 하에서는, 심층 관행은 그것이 상응하는 표층 관행을 준수

함으로써 사실상 실행된다.

④ 표층 관행과 비교해보면, 심층 관행은 일반적으로 내구력이 더 강하고 변

화에 덜 휘둘린다. 

⑤ 표층 관행은 종종 성문화되고 따라서 제도적 규칙들에 의해 대체된다. 심

층 관행은 보통 (이런 종류의) 성문화에 저항한다.166)

   체스의 예를 살펴보자. 체스를 구성하는 규칙들이 구성적 관행이다. 

이는 무엇이 체스인지,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성한다. 부분적으

165)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531.
166) Marmor, Social Conventions,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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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체스 게임의 구성적 규칙들이 그 게임을 하는 취지와 그와 관련된 

특별한 가치들 중 일부를 이룬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이 경쟁적 

게임인지에 관한 공유된 규범적 틀’이라는 심층적인 배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규범적 배경들을 마머는 ‘심층 관행’이라고 부른다. 

특별한 종류의 게임으로서 체스는 “(경쟁적인) 게임 하기”167)라고 부르

는 더 일반적이고 규범-지배적인 인류 활동의 구체적인 실례이다.

   그렇다면 심층 관행과 표층 관행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몇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표층 관행은 일반적으로 더 심층적인 관행의 구체화된 실례이

다. 표층 관행은 그렇게 행하는 것(doing that)의 상이한 방식들을 말한

다. 그런데 다른 표층 관행들의 체계 내에 있는 더 얕은 관행들이 더 깊

은 관행들을 반드시 구체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심층 관행들에 대한 그

것의 연관성은 보통은 더 우연적이다.168)

   둘째, 심층 관행은 표층 관행에 대한 준수를 통해서만 실행될 수 있

으며, 위반 역시 그것이 구체화하고 있는 표층 관행에 대한 위반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 누군가 표층 관행을 준수하게 되면, 그는 그것을 기초 

짓는 심층 관행 역시 준수한 것이 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표층 관행을 

위반한다고 해서 연관된 심층 관행 역시 꼭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심층 관행을 준수하지 못하는 행위자의 ‘이유’에 의존한다. 예를 

167) 마머는 “(경쟁적인) 게임 하기” 활동을 구성하는 특별한 규범들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근원적 관행(underlying conventions)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들어 충분
히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1)경쟁 게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칙으로 구성된 활동이
다. (2)게임은 실제적 삶의 관심과는 분리된 어떤 요소를 포함한다. (3)게임은 참여자들
과 관련해 상당히 섬세한 경계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마머는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
는데, 첫째, 이 세 가지 특징들은 우리 문화권에서 무엇이 게임인지를 결정짓는 심층관
행의 예이지 (경쟁)게임이 무엇인지에 한 정의(定義)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게임의 
추상적 개념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추상적 개념은 그
것을 구현하는 실례들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체스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
자들(경기자와 관중들)은 게임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규범적 배경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한 배경 규범이 바로 심층관행이다. 핵심은 무엇이 경쟁적 게임인지를 말해
주는 그런 배경적인 규범적 틀이 없이는 구체적인 게임들을 구성하는 구체적 관행이란 
말이 안 되며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Marmor, 위의 책, pp. 59-61.

168) Marmor, 위의 책,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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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만약 누군가가 공식적인 행사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고 나타난다

면, 이는 표층 관행에 대한 위반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두 가지 가능

성이 있다. 하나는, 단순히 ‘넥타이 착용-관행’이라는 표층 관행만을 

거부한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어떤 복장을 갖춤으로써 다른 이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관행’, 즉 심층 관행까지도 거부한 것일 수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마머는 설명한다.

   셋째, 심층 관행도 관행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그 규

범들은 대안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

된다. 심층 관행을 구성하는 특별한 규범적 응답들은 그러한 필요, 기능, 

목적에 의해 불충분하게 결정된다. (‘과소 결정성’) 요컨대, 심층 관행

은 관행인데, 왜냐하면 관행의 내용이 그것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유들에 

의해 불충분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마머는 설명한다.169)

   넷째, 심층 관행은 표층 관행만큼 임의적이지 않다. 심층 관행은 어

떤 규범적 응답을 실제 요하는, 세계의 사회적・심리학적인 면에 대한 

규범적 응답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심층 관행에 대한 설

명은 표층 관행에 대한 설명보다 이유에 더 가까이 연관되어 있을 수밖

에 없다. 게임을 하는 것은 인류문화의 심층적인 심리학적・사회학적인 

면에 대한 응답이지, 역사의 우연적 일치가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170)

   다섯째, 어떤 관행이 심층적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도덕적으로나 혹은 

다른 식으로 정당화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심층 관행들 중에도 

어떤 것은 상당히 문제적이거나 심지어 도덕적으로 불온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도덕성은 관행으로 환원될 수 없다.” 관행 그 자체로는 특정 

행위가 도덕적으로 보증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 관행의 도덕성은 

애초에 그 관행을 가질 이유에 모두 의존한다.171)

   마머는 표층 관행의 존재는 반드시 심층 관행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양자는 논리적으로도 필연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심층 

169) Marmor, 위의 책, p. 74.
170) Marmor, 위의 책, p. 73.
171) Marmor, 위의 책,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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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표층 관행 사이의 이러한 범주적 구별172)이 과연 정확한지, 논리

적인 모순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한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

소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관행에도 이러한 다층적인 유형이 존재

하며,173) 그것들 사이에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통찰은 관행의 실

제를 밝히는데 충분히 의미 있는 설명을 이끈다고 볼 수 있다.

3. 마머의 관행 이론의 의의

   마머의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첫째, 조정 관행과 구성적 관행에 공통되는, 그리고 심층 관행과 

표층 관행을 포괄하는 일반적 차원에서의 관행 개념을 분석하였다. 둘

째, 마머의 관행 이론은 철학에서의 관행주의와 사회적 관행 관념을 연

결하는 교차점에 있다. 루이스가 전자에, 길버트가 후자에 크게 편향되

어 있는 반면 마머는 중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하나의 철학적 입

장으로서 언어분석철학에서의 관행주의와 관행 관념이 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하나의 논거로서 ‘임의

성’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제시한다.174) 셋째, 그는 자신이 주장한 사회

적 관행 이론을 언어 관행, 도덕적 관행, 법의 토대적 관행 등 개별 담

론 영역에 적용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이론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확보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넷째, 그는 썰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

써 철학적 제도주의와도 접점을 형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마

머의 관행 이론이 갖는 통합적인 측면과 특별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72) Marmor, 위의 책, p. 66.
173) 마머의 이런 관행 유형학에 해 골도니는 “다층적인 법관행주의(Multilayered legal 

conventionalism)”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Goldoni, “Multilayered Legal 
Conventionalism and the Normativity of Law”.

174)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의미에서, 철학에서의 관행주의는 관행의 관념과 접하게 
얽혀있고, 따라서 위에 제시한 임의성에 한 설명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다. 길버트의 
분석은 이러한 점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사회적 현상으로서 관행과 철학적 입장으로서 
관행주의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이 없이 남겨졌다.”  Marmor, “On Convention”, 
p. 379, 미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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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마머는 법관행주의라는 특수한 맥락에 있으

면서 사회적 관행에 대한 일반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마머의 

관행 이론을 탐구하면서 바로 그 지점, 즉 법철학사적 지형도 안에서 마

머의 좌표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마머는 관행의 가치를 적극적

으로 옹호하고, 관행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수호자인가? 오히려 진

실은 그 반대에 있는 것 같다. 

   마머는 누구보다 진취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을 주창하고 관행의 중요

성을 말하지만, 정작 그가 진정으로 강조하는 것은 관행이라기보다는 그

것이 구성하는 사회적 실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행주의가 갖

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말하면서, 오히려 “관행이 전부가 아니다”라

고 하는 그의 진의를 간취할 필요가 있다.

   마머는 “사회 영역 안에서 관행주의는 불가피하게 역사주의를 요청

한다.”175)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구성적 관행의 도덕・정치적인 면을 

논하면서 그것이 임의적인 관행적 본성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를 궁

구한다.176) 요컨대, 관행 혹은 사회적 실행의 관행적 본성만으로는 완성

될 수 없는 공백을 메우는 것은 해당 공동체의 역사이자 그들의 이야기

이며, 도덕・정치적인 요소들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진정 

의미있는 관행주의는 역사적으로 이해된 관행주의이며, 그것의 필수 성

분을 이루는 사회적 관행 이론 역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75) Marmor, Positive Law and Objective Values, p. 20.
176) Marmor, 위의 책, p. 21. 마머는 관행이라는 아이디어에서 핵심인 임의성의 조건은 

승인율의 도덕적 혹은 정치적인 내용과 부조화되지 않는다(not at odds)고 주장한다. 
승인율의 관행성은 관련 규칙들을 따르는 이유와 그것들이 실제 그 공동체 안에서 실행
되고 있는 규칙이라는 사실 사이에 본질적 연관을 형성한다. 이 점이 관행의 임의성 정
의에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Marmor, 위의 책,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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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

   제2장에서는 관행의 본질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들을 살

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주요 관행 이론들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관행 

그 자체의 기본 구조와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논의들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적 평가를 넘어 대안 이론을 구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 제3장에서의 이 작업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1절에서

는 게임 이론적 조정 관행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기초로 관행의 개

념적 구조와 요소를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관행에 대한 기존의 일부 정

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적 관행 이론’을 구상한다. 제1

절과 제2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3절에서는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

식’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의 이런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서론에서 제시

한 첫 번째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으로도 볼 수 있다.

제1절 관행의 개념적 구조와 요소 분석

   관행에 대한 가장 표준적인 설명으로 이해되는 조정 관행

(coordination convention) 모델은 ‘거듭 반복하여 발생하는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해법’으로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특히 루이스 이래로 발전해온 게임 이론적 관행 이론을 중심으로 잘 표

현된다. 다른 계열의 대표적인 관행 이론들도 대부분 게임 이론에 기초

한 루이스적 조정 관행 모델에 대한 비판이나 발전적 계승을 연구의 발

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에 대한 일부 한계들이 지적됨에도 불

구하고, 대안 이론 정립을 위한 심층적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출발점으로

는 조정 해법 모델이 적합할 것 같다. 이하에서는 루이스적 모델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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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정 관행의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 구성 요소들을 면 히 검토한다.

   조정 관행은 다음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①‘상황 요소’

로서 조정 문제와 ②그에 대한 규범적 응답의 일종인 ‘해법 요소’, 그

리고 ③‘상호작용 요소’가 조정 관행의 기본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어떠한 관행관(conception)을 취하는지에 따라 관행이 담고 있는 목적이

나 가치, 원리 요소 등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의 세 가지 필수 성분들을 중심으로 관행 개념을 분석

한다. 그리고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답할 수 있는 대안 이론 정립

을 위해 필요한 한에서 각 요소들을 적절히 수정․개선하는 시도를 한다.

1. 상황 요소 

1)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 모델과 그 한계

   조정 문제는 상호 의존적인 결정의 상황에 처함으로써 구별되는 상호

작용 상황들이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관련되며 그 안에서 각자는 수 개

의 대안적 행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각자의 행위 결과는 다

른 이들이 선택한 행위들에 의존한다. 따라서 각인에게 있어 최선의 선

택은 다른 사람들이 행할 것이라고 그가 기대하는 것에 의존하는데, 이

는 다른 사람들도 그가 할 것 같은 것을 추측하고자 애쓴다는 전제 하에 

그러하다.177) 울만-마가릿은 조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정의 상황들(문제들, 게임들)은 이 용어에 관한 엄격하게 기술적(technical)

인 의미에서, 일종의 전략의 상황들(문제들, 게임들)의 유개념이다.178)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적인 조정 관행 모델은 게임 이

론179)의 틀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조정 상황 = 조정 문제 = 조정 게

177)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p. 78.
178) Ullmann-Margalit, 위의 책, p. 78.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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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등치시키며, 관행 형성의 배경적 여건의 범위를 게임 이론적 조

정 문제로 제한하기도 한다. 그런데 게임이란 반드시 승패가 전제된 경

쟁적 놀이이자 경기자가 달성해야할 각자의 목표와 타산적 이익이 분명

하다는 점에서 ‘상황’ 혹은 ‘문제’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다.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관의 이런 특징이 사회

적 관행 일반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1)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

   게임 이론이 만든 두 패러다임 게임으로는 ‘죄수의 딜레마’180)와 

‘조정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정 문제 안에서도 ‘순수 조정 문제’

와 ‘비-순수 조정 문제’가 있다. ‘순수 조정 문제’는 당사자들의 이

해관심의 우연적 일치가 완벽한 상황을 말한다. ‘비-순수 조정 문제’

는 이해관심의 수렴은 불완전하지만 이익들의 가능한 충돌을 여전히 압

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치철학이나 법철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상황은 

후자, 즉 비-순수 조정 문제나 ‘부분 충돌 게임’의 상황에 해당한다.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한 ‘루이스 식의 조정 문제’181)에서 그가 최

179) 게임 이론이란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게임 이론은 경
기자(player), 전략(strategy), 보수(payoff)를 필수 요소로 이루어진다.

180) ￭ 죄수의 딜레마

￭ 죄수의 딜레마상황의 일반화

게임의 보수가 각각 A, B, C, D로 표현될 때, 만일 (1) A > B > C > D가 성립하고, (배
신이 협조보다 우월 전략이 되고) (2) C > (A+D)/2가 성립 하면(모든 경기자가 ‘협조’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 되어야한다.) 이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 된다.

경기자 Ⅱ
협조 배신

경기자Ⅰ 협조 B, B D, A
배신 A, D C, C

용의자 Ⅱ
혐의사실 부인 자백

용의자Ⅰ 혐의사실 부인 -1, -1 -7, 0
자백 0, -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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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염두에 두었던 것은 순수 조정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가 법에서 고

려해야 할 상황은 죄수의 딜레마나 순수 조정 문제가 아닌, 적어도 부분 

갈등 게임의 상황이다. 월드론 역시 정치 상황의 본질을 부분 갈등 게임

으로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182) 즉,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선호와 기대가 

있지만 극단적인 의견불일치와 그로 인한 충돌로 인해 해당 공동체가 해

체되기 보다는 어느 편으로든 조정되어 유지되기를 바라는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성 있게 고민해야 할 조정 문제 상황이다.

   그러나 조정 관행 모델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조정의 대상이나 문제의 

종류를 게임 이론적 가정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법이론적 맥락

에서라면 게임 이론의 틀을 넘어 조정 문제의 개념을 더 유연하고 폭넓

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딘은 ‘흄에게 있어서의 조정 문제

들’을 목록화하는데 그 안에는 심지어 순결, 용맹, 왕위 계승, 약속 지

키기 등도 포함되어 있다.183) 또한 도덕적 조정 문제184) 역시 게임 이론

181) “루이스 식의 조정 관행(Lewis-type coordination conventions)” 이란 표현은 마머
의 책에서도 발견된다. Marmor, Social Conventions, p. 36.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
는 루이스 식의 조정 문제를 포함하지만,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조정 문제를 포괄하기에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도 있다.

182) Jeremy Waldron, Law and Dis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83) Hardin, David Hume: Moral & Political Theorist, p. 85. Table 4.Ⅰ.

# “흄에게 있어서의 조정 문제들(Coordination Problems in Hume)”:
・사회질서(social order); • 재산권 규칙들[관행에 한 흄 고유의 분석을 명백하게 이

끄는 고려사항]; • 정의의 규칙들(Rules of justice); • 정부에의 묵인(Acquiescence 
to government) [dual convention]; • 약속 지키기(Promising-keeping); • 왕위 
계승(Royal succession); • 상속 규칙(Inheritance rules); • 국내법(municipal 
laws) [which vary from place to place]; • 살해 규칙(Rules for murder); • 근
친상간 규칙(Incest rules); • 매너(Manners) [‘a kind of lesser morality’]; • 순
결(Chastity); • 용맹(Gallantry); • 마차를 위한 교통 규칙(Traffic rules for 
wagons); • 보행자를 위한 교통 규칙(Traffic rules for pedestrians); • 노 젓는 
두 사람(Two men rowing a boat) [not strictly a problem]; • 변덕스러울 수 있
는 게임 규칙(Rules of games, which may be capricious); • 스포츠 경기 규칙
(Rules for sports contests); • 언어(Language) [The origin of language when 
there was no language for agreeing on meaning is the issue that drives 
Lewis’s analysis of convention]; • 화폐로서의 금과 은(Gold and silver as 
money); • 국제 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 전쟁 규칙(Rules of war)

# “흄에 의해 명확하게 논의되지는 않은 조정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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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된 관심 주제가 아니지만 규범 영역에서는 중요하게 다룰 필요

가 있는 조정 문제 유형 중 하나이다.

(2) 게임 이론적 모델의 가정과 비현실성 

   조정 문제에 대한 게임 이론적 이해방식은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적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 이론이

나 법이론 영역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울만-마

가릿 역시 시인하듯이, “게임 이론은 사회 규범들에 대한 설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통찰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한다.” 그

러나 “이러한 작업은 게임 이론의 매우 협소한 틀 내부에서는 적절히 

수행될 수 없다.”185) 따라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186)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 모델은 두 가지 전제를 갖는다. 첫째, 선택된 

현저한 균형점에 대한 대안들은 그 누구의 선호 순위보다 낮은 서열에 

있다. 둘째, 경기자들이 갖게 되는 선호의 순위는 완벽하고 이행적이라

고 전제된다. 이에 대해서 피니스는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의 이런 전제

는 실천적 합당성의 실제 삶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제 

• 운전 관행(Driving convention); • 교통 신호(Traffic signals); • 표준 시각
(Standard time); • (컴퓨터) 쿼티 키보드(QWERTY keyboard); • 규범(Norms); • 
욕설(Slang terminology); • 관습(Custom); • 문화(Culture); • 집단 정체성(Group 
identification) [e.g., ethnic]; • 권력(Power) 

184) 조홍식 교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가치관이 상쟁하는 상황을 도덕의 영
역에서 벌어지는 조정 문제, 즉 “도덕적 조정 문제”라고 정의한다.  조홍식,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2009, p. 36.;  가토프는 조정 문제를 ‘결정-이론적 조정 문제
(decision-theoretical coordination problem)’와 ‘도덕적 조정 문제’로 구별한다. 그
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는 개인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도덕
적 조정 문제’는 ‘어떤 정의가 있는지’와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무엇이 (우연히) 정의
로운지’ 사이를 매개하는 규범적 범주이다. Jon Garthoff, “Legitimacy is not 
Authority”, Law and Philosophy, Vol. 29, No. 6, Springer, 2010, pp. 675-681.

185)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p. 16.
186) Lagerspetz는 게임 이론이 전제하지 않은 것들을 총 9가지로 목록화하여 상세히 설

명하고 있다. Eerik Lagerspetz, The Opposite Mirror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pp.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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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대단히 복잡하고 비이행적이다. 실제 삶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현저

한 해법을 선택하도록 지지하는 일치보다 해법이 없는 상태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187) 그리고 균형점에서의 이탈도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것만

큼 비합리적이고 이해 불가능할 정도로 나쁜 것이지 않을 수 있다.188) 

또한 어떤 상황이 ‘문제’이고 아닌지, 무엇이 ‘연관된 여건들’과 

‘경기자들’의 한계인지에 관한 폭넓은 의견불일치가 종종 있다. 

   또한 현실의 삶에서 대안 선택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째, 이는 완전히 제약된 상황이나 이행적 서열순위 안에서 선택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이런 상이한 유형의 선(善)은 누군가 채

택하고 사용하고자 선택하는 평가의 특정한 척도(particular scale)와 별

개로는 통약 가능하지 않다. 셋째, 누군가의 평가 잣대에 대한 가장 근

본적인 선택들의 근거는 평가될 선의 양(quantities)에 대한 식별이나 평

가 가능한 선(assessable good)의 면에서만 결과들 간의 이행적 서수관계 

확인일 리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 모델은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벗어난다고 피니스는 비판한

다.189) 요컨대 게임 이론 안에서 이해된 조정 문제 모델은 실제 삶의 복

잡한 사태들을 너무 쉽게 다룬다는 단점이 있다. 이 사실은 이 모델을 

법이론 영역에 차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과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3) 법 이론에의 부적합성과 불충분성

   앞서는 게임 이론이 일반적인 사회적 삶의 영역을 다룸에 있어서 드

러내는 포괄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하에서는 특히 법과 관련된 영역에

서 그것의 역할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피니스는 ‘법 이론에서 고려되는 조정 문제’와 ‘게임 이론적 조정 

187) John Finnis, "Law as Coordination”, in Philosophy of Law, Oxford, 2013, p. 67.
188) Leslie Green, “Law, Co-ordination and the Common Good”,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 No. 3, 1983, p. 317, p. 319.
189) Finnis, "Law as Coordination”,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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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상황 그 자체’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상황 안에서 당사

자들의 이해관심’에 대한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 법 이론에

서의 조정 문제는 이해관심의 수렴이나 공유가 부재한 상황까지도 포함

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 이론이나 법 이론은 게임 이

론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 이해관심의 유형, 특히 죄수의 딜레마 문제에 

대한 게임 이론적 취급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유형까지도 고려해야한다. 

예컨대, 경기 운영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이다.190) 통상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에서는 경기자의 승리나 목표의 성취, 혹은 각자

의 보수 증진이라는 타산적인 이해관심만을 다룬다. 하지만 법 이론에서 

고려되는 조정 문제에서는 정의, 형평, 공정성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규범적 가치들이나 공동체적 이상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 피니스의 확장된 조정 문제 모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우선 피니스

의 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피니스는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관의 

협애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조정 문제 개념

의 외연을 확장해야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보다 풍

부한 조정 문제관(Richer Conception of Coordination Problem)”을 제안

한다. 피니스는 정치 이론이나 법 이론에서 ‘조정 문제’ 용어는 다음

의 상황에로 확장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행위 조정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획득되기 어려운 상당히 유

익한 보상이 상당수의 사람들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데, 이는 설사 그 상황

에서 그 선택에 의해 해를 입거나 최소한 이득을 얻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면에서 가능하다.191)

190) Finnis, "Law as Coordination”, p. 69.
191) Finnis, 위의 글, p. 69. (흘림 표시는 원문을 그 로 옮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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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된 조정 문제는 ‘연합 행위의 문제’로 확장된다. 결론

적으로 그가 제안한 “보다 풍부한 조정 문제”는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한 공동 행위’로 재규정된다.192) 피니스의 대안 모델에서는 

그가 목표한 바와 같이 조정 문제 개념의 외연이 더 넓고 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적절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피니스가 사용하는 ‘조정’, ‘현저성’ 등의 용어가 관행 이

론의 맥락에서 형성된 본래적 의미를 얼마만큼 보존하는지 의문이다. 그

의 설명에서 굳이 ‘조정 문제’라는 특별하게 정의된 용어를 사용할 실

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둘째, ‘공동선을 위한 공동 행위’라는 개념

은 그것이 담고 있는 도덕성의 무게감뿐만 아니라 포괄성에 있어서도 문

제될 수 있다. 전술한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식의 개념 

외연의 과도한 확장은 오히려 문제를‘너무 적게’ 해결해준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이 개념관이 독자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그가 제시한 풍부한 조정 문제관의 본질은 사실상 일종의 ‘공정 게임 

논변(fair play argument)’193)의 변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만약 그러하

다면, 공정 게임 논변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공동선’이

라는 관념의 결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한 해결력을 제공해 줄 것인가? 

넷째, 피니스 식으로 광의의 조정 관념을 채택하게 되면, 과연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시 말해 그 체에 걸러지지 않는 사태가 있는지 의문스

럽다. 즉 ‘너무 많이’ 해결함으로써 정작 그 개념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가치를 반감시킨다. 이는 결국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실제로는 

‘너무 적게’ 해결해주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피니스 식의 방책은 그 취지나 목표에도 불구하고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또한 그 논의가 기여할 수 있는 실익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개념적 외연 확장보

192) Finnis, 위의 글, p. 69.
193) A. John Simmons, “The Principle of Fair Play”, in The Duty to Obey the 

Law, Edmundson, William A.(E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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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문제의 영역과 차원, 그리고 층위를 유형화함으로써 이론을 정교화 

하는 방식194)이 더 안전하고 유익할 것 같다.

3) 협력적 상호작용으로서 조정 문제

   조정 문제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 모델’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봤다. 그리고 그

에 대한 전면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피니스의 ‘보다 풍부한 조정 문제

관’도 검토했다. 그러나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관’과 ‘피니스의 보

다 풍부한 조정 문제관’은 나름의 통찰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극

단적인 면이 적지 않다. 특히 ‘법 이론으로서 관행 이론’을 논하는 맥

락에서 보면, 전자는 이론적으로 빈곤한 측면이 있고 후자는 필요 이상

의 과도한 확장으로 인해 관행 이론이 갖는 특수성이 제거된 듯 보인다. 

결론적으로 두 입장이 갖는 문제의식과 통찰을 공유하면서도 양 극단의 

중도 어딘가에서 우리는 그 답을 구해야 할 것 같다. 그 실마리를 필자

는 포스테마의 설명에서부터 찾고자 한다.

(1) ‘전략적 상호작용’과 ‘조정 문제’

   포스테마는 조정 문제를 전략적 상호작용(Strategic Interaction: 이하 

SI로 약칭함.) 문제의 특별한 케이스로 설명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란 총체적으로 그들의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말한다. 그 중 

특히 ‘전략적 상호작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속성을 갖는다.

① 전략적 상호작용(SI): 행위자들의 외적 행위는 모든 행위들에 의해 결합적

으로 결정된다. 어떤 주체의 행위는 다른 모든 이들의 행위에 의존한다.195)

194) 예컨  포스테마가 했던 작업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포스테마는 법에 있어서의 다
층적인 조정 문제를 층위별로 유형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Gerald J. Postema, 
“Coordination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s of Law”,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Ⅺ, 1982, pp. 182-187.을 참고.



- 84 -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strategic)’이란 표현은 서로의 반응을 민감

하게 고려하여 상호 응답적으로 대처한다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다. 쉽게 말해 전략적 상호작용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각자 자신만의 선호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다른 이들의 행위와는 독립

적으로(‘무관련성’)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선호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

하면서 그에 반응하여 자신의 선호와 행동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각자

의 행위는 상호 의존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는 ‘전

략적 상호작용’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조정 문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는 다음의 세 가지 속성들이 더해지면서 전략적 

상황의 다른 원인들로부터 차별화된다.

② 이해관심의 대강의 일치(Rough coincidence of Interest): 각 당사자는 비

협력보다는 협력에 의해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쉽다.

③ 상호 조건적인 선호들(Mutually Conditional Preferences)

④ 애매성(Ambiguity): 각 행위자들이 “성공적인” 조정이라고 여길 행위 조

합이 적어도 둘 이상 존재한다.

   포스테마의 설명에 따르면, 조정 문제를 이루는 속성 ②‘이해관심의 

대강의 일치’와 속성 ③‘상호 조건적인 선호들’이 전략적 상호작용

(SI)을 ‘조정’문제로 만든다. 그리고 속성 ④‘애매성’이 그것을 조정

의 ‘문제’로 만든다. 각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자.

∎ 이해관심의 대략의 일치 + 상호 조건적인 선호들: SI ⇒ ‘조정’ 문제

∎ 애매성: SI ⇒ 조정 ‘문제’

①
전략적

상호작용(SI)
+

② 이해관심의 대강의 일치
‘조정’

③ 상호 조건적인 선호들

④ 애매성 ‘문제’

[표 2] 조정 문제의 속성들

195) Postema, 위의 글,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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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된 ‘조정’문제는 반드시 협력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그 결과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심이 충돌하는 죄수의 딜레마 같은 비협력

적 게임 상황은 조정 문제에서 제외된다. 즉 각자의 이해관심이 대략적

으로 일치하여 통합되고, 그에 기초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

호 조건적으로 기대와 행위를 수렴해 나가는 협력적 상호작용이 ‘조

정’의 본질을 구성한다.196)

협력 문제는 이 맥락에서 그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가진 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상호 조건적인 선호들과 행동들의 

상호의존성의 접합으로부터 발생한다. 관행 이론은 그 구성원들의 선택들을 

서로 관련시키면서 행동의 동일한 조합에 기대들을 집중시킴에 따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주장한다.197)

   그런데 문제는 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행위 조합이 적어도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다. 만약 해법이 유일하다면 그것은 제안된 지

침을 단순히 이행하는데 불과할 것이다. 즉 진정한 조정 문제는 일단 그

것이 성취되면 어떤 행위자도 그 상태에서의 단독적 일탈행위를 바라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 조합인 조정 균형점이 적어도 

둘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적’이 된다.198) 이런 특징을 루이스나 

마머는 ‘임의성(arbitrariness)’으로 개념화 한 반면, 포스테마는 ‘애매

성’으로 표현한다. 용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조정 관행의 본질이 ‘가

능한 해법이 둘 이상 존재’한다는 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여기서 ‘문제(problem)’라는 표현을 꼭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196) 다른 글에서 포스테마는 ‘협력 문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합리적 
행위자들의 선호의 상호 의존성’이다. 그들은 비협조보다는 공통의 계획에 맞춘 다른 
이들과의 협력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달성한다. 둘째, ‘상호 조건적인 선호들’이다. 
어떤 전략이나 행위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선호되는데, 이는 다른 이해당사자들 역시 
적절히 관련된 행위들을 선택할 때에만 그러하다. 셋째, ‘불확정성’이다. 다른 이해당사
자들이 어떻게 행위 할 것인지는 불확정적이다.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488.

197)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 469.
198) Postema, “Coordination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s of Law”,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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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일상적 용례에서 ‘문제적’이라고 인식되는, 즉 말썽을 일으키고 제거

해야 마땅한 부정적 사태라는 뜻이 있다. 하지만 ‘문제’라는 용어는 

특수한 어떤 ‘상황(situation)’을 지칭하는 가치중립적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후자와 같은 온건한 이해가 전제될 때, 애매성이나 임의성과 

같은 관행이 갖는 불확정성을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정‘문제’라는 표현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논리적으로 반드

시 선재함을 함축하는 듯 보인다. 마머가 조정 관행과 구별되는 구성적 

관행이라는 별개의 유형을 제시한 배경에도 이와 같은 생각이 자리한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에는 다소간의 의문이 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

(非)조정 관행 유형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행 개념을 구성하는 상황 요소로서 ‘조정’에 대한 개선된 이해와 함

께, 해결 과제로서 부정적인 ‘문제’라는 프레임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포용적인 관행 이론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일 것이다.

2. 해법 요소

1) 조정 규범: 울만-마가릿의 이분법과 그 한계

   조정 관행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필수 요소는 ‘조정 해법

(coordination solution)’이다. 울만-마가릿은 조정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

법으로서의 조정 규범을 ‘관행’과 ‘법령’ 두 가지로 구별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관행’이란 과거에 거듭된 조정 문제들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용되고 정립된 해법들이 규범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반면에 ‘법령’은 새로우면서도, 시작 단계(outset)에서 부터 거듭 발생

되는 조정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규범으로 선포된 경우를 말한다. 울만-

마가릿은 관행과 법령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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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만-마가릿의 이런 설명은 몇 가지 점에 있어 ‘관행’과 ‘법령’

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보인다. 첫째, 조정 문제의 특징과 관련하여, 

관행이 해결하는 조정 문제는 과거로부터 거듭 발생되어온 것으로서 

‘장구(長久)한’ 속성을 갖는다. 반면에 법령이 해결하는 문제 상황은 

‘새로운’ 속성이 더 부각된다. 둘째, 규범 형성 주체의 면에서 보면, 

관행은 그것을 정립하는 인격적 권위 주체가 확인되지 않지만 법령은 특

정한 권위자나 공식적인 권위체에 의해 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관행은 비공식적이고 묵시적(implicit)이지만, 법령은 공식적이고 명시적

(explicit)이며 제도적인 속성을 갖는다. 법과 관행을 완전히 독자적인 별

개의 실체로 바라보는 이런 이분법200)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문제

199)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p. 97.
200) 그린도 관행을 조정규범의 일종으로 보지만, 그는 법규범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어떻

게 다른지를 보이려고 노력했다. Leslie Green, “Positivism and Conventionalism”, 

관행(conventions) 법령들(decrees)

과거에 거듭된 조정 문제에 대해 

규범으로 전환된 확립된 해법

새로운 조정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규범 

① 비-법정 규범들로서, 제정되고, 

공식화되고, 공포될 필요가 없음.
① 법정의(Statutory),

② 어떤 인식 가능한 권위

(identifiable authority)에 의해 공표

되거나 선포되지 않음. 따라서 보통

은 비인격적 규범이나 익명의 규범

(anonymous norms)으로 불림.

② 적절히 부여된 권위(반드시 국가 

수준의 것일 필요는 없음.)에 의해 

공표되고 선포됨.

③ 비-제도화된, 비-조직화된, 그리

고 비공식적인 제재들(예컨대 처벌

이나 보상)에 관계됨.

③ 그것이 관계된 제재들은 조직화

되고, 제도화되며, 공식적이고, 심지

어 물리적인 것일 수 있음.

[표 2] 울만-마가릿의 ‘관행’과 ‘법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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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한계를 갖는다. 제시한 세 가지를 역순으로 검토해보자.

   우선, 관행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본질은 ‘임의성’과 ‘준수 의존

성’이다.201) 비공식성과 묵시성은 관행의 전범(典範)이 보이는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관행성(conventionality)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어떤 관행들은 법적으로 지지되기도 한다. 또한 일부 개별

법의 영역, 예컨대 상법이나 국제법의 영역에서는 관행이 공식적인 국가

법 이상으로 제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필자가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점은 관행이 해결하는 대상으로서 

‘조정 문제’의 특성에 대한 이분법이다. 본고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관행은 오직 ‘과거로부터 거듭 반복된 전형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 상황에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

는가? 그렇다면 새로운 상황에 대해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그 규범적 

공백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실제로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구성원들

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 규범이 형성되고 조정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

법으로 기능하기도 한다.202) 그러한 경험적 사태도 이론적으로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행 개념에 대한 보다 유연한 이해를 통해 

양자를 통합하는 대안이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요컨대 울만-마가릿의 이분법은 관행과 법령 각각이 완숙한 결정체로

서 그 단면적 특성을 비교하는 데는 좋은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이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의 사태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설명은 양

자의 특징을 대립된 관점에서 극대화한 일종의 이념형적 구분으로 이해

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보다 건설적인 목표 하에 새로운 관행 개념관

Canadian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Vol. Ⅻ, No. 1, 1999, p. 49.
201) 이 점에 한 상세한 설명은 본고 제2장 제3절을 참고.
202) 즉 공식적인 법령을 통한 ‘타율적 규제’가 아니라 해당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의 자

율적인 자치 규범을 통한 ‘자율적 규제’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당사자들에게 더 높은 규범 수용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그
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지만 일정 정도의 공식성과 제도적 형
태를 띄기도 한다. 하지만 울만-마가릿의 이분법은 이런 중간적 성격을 띄는 수많은 형
태의 관행적인 자율 규범이나 연성 규범들의 특징을 적절히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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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립이 요청된다. 이런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조정 해답에서 조정 

균형으로”, “내쉬 균형에서 상관 균형으로” 라는 2단계 전략을 통해, 

조정 해법에 대한 더 적절하고 유연한 개념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조정 해답’203)에서 ‘조정 균형’으로

   조정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심의 불일치로 인한 모종의 불균

형과 갈등상태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베손(Samantha Besson)의 저서 

『갈등의 도덕성(The Morality of Conflict)』204)의 제목에서도 상징되듯

이, 갈등의 존재가 반드시 유해하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필요는 없다. 협력 행위나 집단 행위에 있어서 소통의 부재나 단

절은 분명 부정적 의미에서 문제적일 수 있지만, 갈등과 불일치의 상황

은 그렇게 일면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불일치로 인한 갈등과 불

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만약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방

편을 어떻게 모색하는지에 따라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상황’과 ‘대응’의 적절한 관계식을 통해 가능하다.

   ‘대응’의 측면에서 보면, 관행의 해법 요소의 핵심을 어떻게 규정

하는지가 각 관행 이론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고전적 게임 이론이나 일

부 실정법학자들에게서 확인되는 친숙한 입장은 ‘행위와 태도의 정규

성’을 해법의 본령으로 보는 것이다. 즉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일치된 행위 수렴은 명확히 인식 가능한 해답을 제공하며, 그것이 조

정 관행의 기능이자 본성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입장은 사실적 안정성

과 확정성, 예측 가능성 확보를 관행의 이념이나 보호 가치로 생각한다.

   조정 해법에 대한 이런 형식주의적이고 경직된 이해방식은 마치 객관

203) 본고에서는 ‘해법 요소’의 번역어로 ‘해법’과 ‘해답’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둘 다 “coordination solution”을 옮긴 것이지만, ‘해법’이란 용어에는 ‘해답’에 비해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의미를 담고자 했다. 이런 취지를 나타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해답’의 경우 결단주의적 색채가 강한 ‘resolution’ 이란 영역(英譯)도 고려할 수 있다.

204) Samantha Besson, The Morality of Conflict: Reasonable Disagreement and 
the Law, Hart Publish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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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수학 문제에서의 ‘정답’을 연상시키며 ‘유일하게’ ‘옳은205)’ 

‘최적의’ 답이라는 확정적 이미지를 덧씌운다. 이런 설명은 명시적인 

합의의 산물로서 정립된 법령이나 제정법규범과 관행 사이의 차별성을 

허물어뜨린다. 우리가 관행을 진지하게 논하는 이유는 관행을 다른 어떤 

것의 아류나 변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갈등’과 ‘해법’에 대한 경직된 관념은 “조정 해법으로서의 관

행”이라는 명제의 이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경직된 해법 관념은 관행의 잠재적 해결력을 무시한다. 이런 

입장은 관행을 미해결이나 불확정적인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 규정하며, 오직 기능주의적이고 결과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평가

한다. 하지만 조정규범으로서 관행의 본질은 일방적 지시나 명령이 아닌 

조정 균형점에의 수렴이라는 점에 있다. 마치 출렁이는 물결이 어느 순

간 잔잔한 고요에 도달하듯이, 관행은 당사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

한 수렴된 상태이자 그것을 가능하게 한 방식까지 포함한다. 또한 적절

한 균형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상호작용의 과정 역시 결과 못지않게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반복된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잠재적 문

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

해, 비유컨대, 관행을 잠긴 문을 돌려 여는 딱 들어맞는 단발적인‘그 

열쇠 돌리기’로 이해하는 협애화된 시각은 적어도 관행의 본질에 비추

어본다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 차원에서도 빈곤함을 보인다.206)

205) 여기서 말한 ‘옳음’이 ‘도덕적 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관행주의는 기본적으로 초
월주의나 절 주의를 부정한다. 그리고 관행성의 핵심인 ‘임의성’이나 ‘준수 의존성’ 역
시 선험적인 도덕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206) 이런 문제의식은 포스테마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루이스 관행모델의 초기 버전
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협력문제에 한 균형-해법으로서의 관행”이라는 루이스의 
주장에 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균형은 잠재적 해법인데 루이스는 관행을 
실제 해결책으로 주장한다. 둘째, 균형점들은 연관된 체제 하에서(under some 
correlated scheme) 이질적인 선택들의 합동(coalescence)과 같은 것을 표상하지 못
할 수도 있다.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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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관행은 자유로이 부유하며 상호 조건적인 선호・기대들을 단

일한 균형 상태로 안착시키지만, 그 해법이 모든 이의 관점에서 ‘최적

성(optimality)’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조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서 ‘준-최적성’의 가능성은 상존하는데, 그로 인해 관행의 존재 자체

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행적 해법’207)의 특별함은 ‘최적

점’이 아닌 ‘균형점’에 있으며, 그 본질은 내부 참여자들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 공여 및 공동의 승인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셋째, 관행은 “행위를 위한 지침들(prescriptions for action)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 행위들 안에 복잡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행위의 양식들(modes of conduct)이기도 하다.”208) “조정 규범으로서 

관행은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조화

되는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209) 즉 해결에 이르는 과정과 경로의 

다원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조정 해법을 확정적 정답으로 바라보는 경직된 이해방식은 

관행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 중 일부를 배제하며, 이는 결국 관행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열쇠 돌리기 은

유’를 통해서도 강조했듯이, 관행은 명백하고 확정적인 해답이나 결단

적 지침으로서 기성품이나 발견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실제의 관행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특징을 가지며, 생동하고 작동하는 규범(norm in 

action)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약 이 점을 간과한다

면, 관행 개념이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관행을 

통해 획득 가능한 수많은 사회적 자원까지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207) 포스테마는 흄-루이스 모델의 ‘관행적 해법’에 해 ‘강한 버전’과 ‘약한 버전’을 나누
어 설명한다.  Postema, 위의 책, p. 490.

208) Gerald J. Postema, “Custom, Normative Practice, and the Law”, Duke Law 
Journal, Vol. 62, 2012, p. 728. 이 글에서 포스테마는 ‘관습(custom)’을 문장의 주어
로 삼고 있다. 하지만 포스테마의 여러 저술들을 검토한 결과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관행’으로 호환가능하다.

209)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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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쉬 균형’에서 ‘상관 균형’으로

(1) 내쉬 균형210)

   게임 이론에서의 근본적 해법 개념은 후생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점

이 아닌 균형점이다. 루이스는 조정 관행의 본질을 내쉬 균형으로 파악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로 인해, 관행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안적 해법 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그 결과 내

쉬 균형을 일반화하거나 개선하는 여러 해법 개념들이 제안되고 있다. 

예컨대 서덴은 관행을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들의 체계’로 분석한

다. 이런 접근에 따르면, 관행은 자기-강제적(self-enforcing)일 뿐 아니라 

안정성(stability)도 추가로 갖게 된다. 즉 일단 정립되면 그들은 새로운 

관행을 수립하려고 시도하는 일탈자들에 의한 침입에 저항할 수 있게 된

다. 내쉬 균형이 갖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각 경기자의 선택은 다른 이들의 선택에 의존한다.(‘의존성’) 그러므로 

설사 그것이 차선(suboptimal)일지라도 만약 경기자 중 한명의 단독적 일탈이 

더 나은 조합을 성취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쉬 균형이 될 수 없다.

② 따라서 내쉬 균형은 안정적이다.(‘안정성’) 내쉬 균형 안에서 경기자는 

다른 이들의 선택을 전제하는 한 어느 누구도 단독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적극적인 이유를 갖지 않으며, 만약 그렇게 행할 시에는 사실상 더 열악한 

보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내쉬 균형은 자기-강제적이다.(‘자기-강제성’)

③ 즉 다른 사람들의 선호와 선택이 전제되는 한, 각 당사자는 그 선택의 조

합, 즉 내쉬 균형점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11) 그 결과 내

쉬 균형은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영속성’)

210) 내쉬 균형의 정의와 그 특징에 해서는 본고 제2장 제1절 루이스의 관행 이론 부분, 
그리고 제3장 제1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설명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관 균
형’과의 비교나 조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간략히 정리한다.

211)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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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덴은 이런 접근이 화폐나 소유권과 같은 친숙한 예들을 포함한 광

범위한 사회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상관 균형

   또 다른 대안적인 해법 개념으로 오만(Robert Aumann)212)에 의해 도

입된 ‘상관 균형(Correlated equilibrium)’이 있다. 이는 수정된 버전의 

레스토랑 게임 (혹은 ‘연인 간 갈등 게임’)을 통해 잘 설명된다.

레스토랑 A 레스토랑 B

레스토랑 A 2, 1 0, 0

레스토랑 B 0, 0 1, 2

연인 간 갈등 게임213)

   이 게임에서는 두 개의 ‘순수한’ 내쉬 균형-(갑)과 (을) 모두 레스

토랑 A에 가거나 레스토랑 B에 가는 전략의 조합-이 있지만, 둘 중 어

느 것도 공정(fair)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한 경기자가 다른 이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갑)은 레스토랑 A를 선호하지만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레스토랑 B에 가게 되는 경우-위 칼럼 <4행 4

열>에 해당-를 생각해보자. 이런 행위 조합은 만남이 아예 성사되지 못

하는 <1행 2열>이나 <2행 1열>에 비해서는 둘 다 더 높은 보수를 얻는다

는 점에서 내쉬 균형이다. 그러나 그 경우 (갑)은 1의 보수를, (을)은 2의 

보수를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특징을 보인다.

212) Robert J. Aumann, “Correlated Equilibrium as an Expression of Baysian 
Rationality”, Econometrica, Vol. 55, No. 1, 1987.

213) <연인 간 갈등 게임>은 각자는 다른 레스토랑을 선호하지만, 둘 다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 보다는 만남을 더 선호하는 상황을 말한다. 연인 (갑)과 (을)이 함께 만나서 
식사하기를 원한다. 개인적으로 (갑)은 레스토랑 A를, (을)은 레스토랑 B를 더 선호한
다. 하지만 (갑)(을) 둘 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보다는 어디서든 만나서 함께 식사
하는 상황을 더 선호한다. 보수표에서 선택 조합의 앞자리 숫자는 (갑)의 보수를, 뒤는 
(을)의 보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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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혼합 전략’ 내쉬 균형도 가질 수 있다. 말하자면, 각자

가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와 같은 어떤 무작위 장치(randomizing device)

의 결과에 기초해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214) 이 경우 상대방도 그 

균형점을 따른다는 전제라면, 둘 중 어느 누구도 이 혼합전략 균형으로

부터 벗어나서는 더 나은 보상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균형점은 두 

경기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대 보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정’하다. 

그러나 순수 내쉬 균형에 비해서는 기대 보수가 더 낮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두 경기자가 공동의 무작위 장치(common randomizing 

device)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연동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새로운 균형

점을 얻을 수 있고, 그 균형점은 공정한 것이 된다. 그리고 파레토는 오

래된 혼합전략 균형을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혼합 전략 조합은 게임 이

론에서의 균형점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단독

으로 벗어날 이유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합 내쉬 균형 경기자

들의 행위는 확률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게임에서의 내시 

균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전략 조합에서는 경기자들의 행위가 확

률적으로 상관되어 있기에 오만은 이러한 전략 조합을 ‘상관 균형

(correlated equilibrium)’이라고 부른다. 상관 균형에 의하면, 경기자들 

사이에 사전에 어떤 명시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

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3) 상관 균형으로서의 관행

   오만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스컴스(Brian Skyrms)215)와 반더슈라프

214) 예를 들어, 연인 (갑)과 (을)이 레스토랑 A,B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에, (갑)이 A에 갈 
확률이 2/3이고 (을)이 B에 갈 확률이 1/3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이 균형점으로부터 
얻게 되는 (갑)의 기  보수는 다음과 같다.

(갑)의 기 보수 = Prob(A,A)×2 + Prob(A,B)×0 + Prob(B,A)×0 + Prob(B,A)×1 = 2/9×2 
+ 2/9×0 +2/9×0 + 2/9×1 = 2/3.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을)의 기  보수도 
2/3이 된다.

215) Brian Skyrms, “Salience and Symmetry-Breaking in the Evolution of 
Convention”, Law and Philosophy, Special Issue: Rationality, Conven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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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Vanderschraaf)216)는 관행을 상관 균형의 일종으로 다루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예컨대, 교차로에서의 운전자는 그들의 행위를 신호등 색

깔에 상관시킨다. 즉 ‘신호등 색깔’ 이라는 외부의 무작위 장치의 결

과에 기초하여 자신의 기대보수가 확률적으로 정해지며 이는 각자에게 

공정하다. 또한 앞의 레스토랑의 예나 신호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상관 균형은 종종 조정 문제에 대한 더 만족스러운 해법을 제공한다.217)

   오만의 상관 균형 개념은 내쉬 균형 개념을 일반화시킨 것이다. 따라

서 상관 균형 역시 내쉬 균형의 기본적인 특성, 즉 자기-강제적이고 안

정적이라는 속성은 그대로 갖고 있다. 다만, 상관 균형에서는 그런 특징

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데 특이점이 있다.218) 즉 그 균형이 영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관행 외부의 어떤 

장치가 균형 전략의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상관 균형에서 각 경기자는 공식적으로 게임의 일부가 아닌 어떤 사

건이나 다른 정보에 그들의 전략을 연동시킨다. 다시 말해 ‘외생적인 

상관성(exogenous correlation)’219)이 개입된다. 관행에 상응하는 외생적

으로 상관된 전략 체계로서 상관 균형은 세계의 사태에 관한 공적인 정

보(public information)에 의존한다. 반면 개별 행위자들의 사적인 정보는 

그 관행으로부터 일탈하기 위한 아무런 이유도 제공하지 않는다.220)

Law, Vol. 17, No. 4, 1998.
216) Peter Vanderschraaf, “Convention as Correlated Equilibrium”, Erkenntnis, 

Vol. 42, 1995.; Peter Vanderschraaf, “Knowledge, Equilibrium and 
Convention”, Erkenntnis, 1998. 

217) Rescorla, “Convention”, pp. 15-17.
218) “관행은 상관균형으로 인식될 수 있다(Vanderschraaf, 1995). 따라서 그것들은 자기

-집행적이고 안정적이다. (그것들[관행들]이 절 적으로 자기-집행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지나치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협력할 이유를 압도할 다른 고려사항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일부 경우들에서는 그 관행을 위반할 압도적 이유(overriding 
reason)를 가질 수 있다.) 관행은 또한 공적이고 투명하다(transparent). 그것들은 집
단의 규칙들이며, 단순히 집단 안에서의 사적인 규칙들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다.”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 469.

219) Vanderschraaf, “Convention as Correlated Equilibrium”, p. 74.
220) Vanderschraaf, 위의 글,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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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관행을 상관 균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행 분석에 있어서 

무슨 함의를 갖는가? “내쉬 균형으로서의 관행”에 비해 “상관 균형으

로서의 관행” 이라는 정의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상관 균형의 이러한 특징은 ①관행을 사적 원리가 아닌 공적인 틀 안

에서 재규정하며,221) ②공정하면서도 상호 합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균

형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를 법적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관 균형의 개념 역시 적절

한 개선과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외생 변수로서 ‘공동의 무작

위 장치(common randomizing device)’를 어떻게 규정할 지에 따라 법적 

관행 개념이나 그것의 규범성을 설명하는 좋은 이론적 자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현재의 상관 균형 해법 개념은 여전히 게임 이론의 틀 안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장점이면서도 한계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정당화된 

일탈이나 불복종의 문제 등을 적절히 다루기에는 더 많은 이론적 보충이 

필요하다. 또한 상관 균형에서의 그 신호(signal)는 공적(public)이지만 결

코 구속적(binding)이지는 않다는 점도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상관균형으로서의 관행” 이라는 정의 역시 적어도 현

재의 수준에서라면 ‘법적 관행’에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관행 분석에 있어서 상관 균형에 기한 설명이 내쉬 균형 설명법 보

다는 진일보하고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여전히 게임이론의 틀 안에서 게임 이론적 개념과 용어에 의존하기

에 기존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상관 균형 설명법에서 말하는 

‘공정한(fair)’에 관한 이해도 법 이론에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법적 관행 분석에 있어서도 상관 균형 개념을 받아들

이려면, 적절히 수정된 ‘개선된 상관 균형관’이 필요하다.

221) 이러한 점은 루이스의 철저한 ‘개별주의’를 벗어나게 하고, 길버트의 ‘집단주의’와도 
다른 방식으로 관행의 공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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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기능주의적 조정 이론을 넘어 관행 이론으로

   본 절에서는 조정 관행 모델을 중심으로 관행의 개념 구조와 요소를 

분석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관행의 본질을 조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설명하는 ‘조정 관행 이론’을 ‘조정 이론’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도 한다. 이런 입장은 법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법의 본성이나 제1의 기

능은 조정 문제 해결이라고 주장하는 ‘조정적 법관념’과도 연결된다.

   하지만 마머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능주의적 조정 관행

이 관행의 전부는 아니다. 엄 한 의미에서의 게임 이론적 조정 문제해

결의 상황을 전제하지 않는, 하지만 관행성의 핵심 요소-임의성과 준수 

의존성-를 충족하고 있는 ‘비(非)조정 관행’도 가능하다. 또한 법의 주

된 기능 역시 조정 문제 해결에 결코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양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적합한 관행 개념의 틀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탐구의 본령은 기능적 측면에서의‘조정’이 

아닌 ‘관행 그 자체’에 대한 풍부한 이해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법에 관한 조정 이론적 설명, 특히 법의 권위를 조정 문제에 대한 해

법 제공이라는 법의 기능에 기해 설명하려는 학자들은 많다. 법질서의 

특성에 대한 조정 모델222) 혹은 조정적 법관념을 주장하는 이들은 세부 

지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되게 법의 본성을 ‘조정’ 이라는 핵

심 기능으로부터 파악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일부

는 ‘조정 이론’은 발달되어 있지만 정작 ‘관행’의 본성에 대한 진지

한 고민이나 탐구는 부족하다. 그들은 대체로 조정 문제 상황에 집중하

222) “(...)법의 효력, 권위, 그리고 자율성을 이해함에 있어 관행의 역할을 탐구한 다른 철
학자들로는 Raz(1977); Finnis(1980, 1989); Gans(1981); Marmor(1998, 2009); and 
Green(1983)이 포함된다. 이 문헌들은 형식적인 게임 이론에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전
체적으로는 법에 대한 조정 설명과 법복종에의 도덕적 근거를 산출하는 법의 역량
(capacity)이라는 점에서 법의 규범성 사이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Gillian K. 
Hadfield, and Barry R. Weingast, “What is law? a coordination model of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order”, 2012, p. 502. (강조 및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이 논문은 법철학 및 사회과학 영역에서 법에 관한 조정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여러 분
파와 이론가들의 지형도를 잘 정리 소개하고 있다. 특히, pp. 502-50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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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큰 부담감 없이 관행을 제시하고 논의를 종

결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조정’ 이론은 궁극적으로 조정 ‘관행’ 

이론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만약 조정 이론에만 머물게 된다면, 조정적 

법 모델은 특정 이론의 보조 전제나 배경으로서의 설명적 역할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린은 “가치 있는 관행은 조정 행위에의 필요에 기초하여 권위에 

대한 개별주의적이고 도구주의적인 정당화의 전망을 제공한다.”223)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관행주의가 법의 규범성 설명에는 실패한

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법의 규범성을 논함에 있어 조정 이론 모델의 

역할과 가치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무엇

인가? 그 결핍을 관행 이론이 채울 수 있을까? 요컨대, 조정 이론은 결

국 관행 이론으로 진보해야 하며, 적절한 관행 이론은 규범성 문제에 대

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조정 이론과 관행 이

론, 그리고 법 본성론 간의 적절한 관계 설정과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제2절 관행에 대한 동적 이론 모델

   제1절에서는 분석적 접근을 통해 관행의 개념적 구조와 본질을 살펴

봤다. 그런데 관행에 대한 완전한 이론을 지향한다면 경험적 차원에서 

관행 그 자체의 실제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행은 순수하게 추상적인 개념적 산물이 아니고 사회적 실재

(social reality)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관행(Convention)”이나 ‘관행성(conventionality)’이 아닌, 세계에 실

재하는 ‘관행들(conventions)’의 특징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223) Leslie Green, The Authority of th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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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적 이론의 필요성과 가능성

1) 정(태)적 관행 이론의 한계

   관행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크게 ‘관행 동학(dynamics)’과 ‘관행 

정학(statistics)’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관행 동학은 최초의 관행이 형

성되어 진화・발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탐구이다. 이는 ‘시간

-장소 의 맥락적 요소’를 결합하여 관행의 형성과 발전, 소멸이라는 일

련의 과정과 관행 선택(convention selection)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반면

에 관행 정학은 특정 시점에 한정한 관행에 대한 단면적 연구로서, 대표

적으로는 관행 준수 의무론을 들 수 있다. 관행에 대한 완전한 이론을 

추구하고 이론의 실천적인 함의까지 고려한다면 관행 동학과 정학의 두 

측면을 균형 있고 상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적 관행 이론들 중 상당수는 관행에 대한 정적인 접근의 

특징을 보인다.224) 정적 물음(static question)은 공시적 차원에서 관행의 

단면적 특성을 포착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관행의 

동적 측면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관행의 

역동적 본성과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적 물음(dynamic questio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관행의 본질과 조정력의 핵심을 ‘단순한 

정규성의 사실’로 파악하는 입장, 관행을 확정적이고 폐쇄적인 완결체

로 바라보는 경직된 관행관225) 역시 정적인 관행 이론의 일부로 볼 수 

224)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은 포스테마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기존 이론들이 관행을 
정적인 실체(static entity)로 간주하는 입장을 비판한다. 그리고 관행의 본질은 ‘행위 
정규성’이나 ‘상호 기 (mutual expectations)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입장 모두 제한적
이고 정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한다. 신 관행 참가자들이 그들의 상호작용의 조정을 협
상하는 실천적 추론의 과정을 강조한다.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 472.  그런데 본고에서 제안하는 ‘동적 관행 이론’은 포스테마의 문제의식
을 넘어선다. 포스테마가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 과정이라는 미시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
다면, 필자는 관행 그 자체의 역동성, 변모되고 제도화되는 과정 등 더 거시적이고 체
계적인 측면에로 관심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225) 표적으로 법실증주의를 비판한 드워킨의 관행관을 들 수 있다. 로널드 드워킨 (장



- 100 -

있다. 이런 정태적 모델은 관행의 실제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며, 실

용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관행 개념의 건설적인 활용 가능성을 억지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두 모델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정적 이론

[정태적 모델]

동적 이론

[역동적 모델]

개념관

(conception)

정적 균형 동적 균형

경직된 관행관 유연한 관행관

연구 주제

(theme)
준수 의무론

관행의 생성과 소멸 과정,

균형 선택의 문제

[표 3] 관행 이론의 두 모델

2) 관행에 대한 동적 접근의 두 차원

   ‘역동적 관행 이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념관

을 통한 접근으로, 대안적인 관행 개념 자체가 ‘역동적 균형관(dynamic 

conception of equilibrium)’을 기초로 한다. 둘째는 관행이 어떻게 등장

하고 발전하며 소멸에 이르는지, 그 일련의 과정에 주목한다. 이는 시점

적이기 보다는 시간적이고, 공시적이기 보다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관행

의 작동기제(mechanism)를 규명하는 연구다. 동적 관행 이론은 “관행이

다”는 현재적 상태에 대한 평면적 분석 보다는 그것의 발전과정 안에서

의 특수성에 더 주목한다. 관행의 형성과 유지, 진화와 소멸의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관행을 유연한 실체로 바라본다는 것을 함축한

다. 따라서 동적 이론의 두 부분은 서로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동적 관행 이론’은 기존의 ‘정적 이론’과 어떠한 관계

영민 옮김), 법의 제국, 아카넷, 2004, 제3장을 참고. 이 책에서 드워킨은 ‘법적 관행’을 
논하면서 관행에 관해 의견불일치가 있으면 관행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경직
된 이해방식을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 제3장 제2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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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을까? 물론 양자는 철저히 별개의 것일 수는 없고 상호 보완적으로 

완전한 관행 이론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적 관행 이론의 위상은 주제적 측면에서는 정적 이론에 대한 ‘보완’

이며, 균형관의 측면에서는 ‘대체’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적 이

론이 동적 이론 모델의 대결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생태학적 관점의 채택

   동적 관행 이론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방법론 차원에서도 혁신

이 필요하다. 관행은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변화・발전해가는 진화적 

산물이다. 관행도 일련의 ‘삶(life)’을 형성하며 존재하기에 그 생애주

기(life cycle)와 역동적 구조에 대한 해명이 중요하다. 이런 작업은 관행

이 실제 창설-소멸되는 과정과 작동기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규범이 

되는지를 해명하는 유용한 경로가 될 수 있다. 또한 미성숙한 형태나 관

행성이 약화된 질서의 위상에 대한 판별도 가능해진다. 이런 연구를 위

한 방법론을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226)’이라 불러보자.

   ‘생태학적 접근’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그 기원을 

따져보면 생태학(ecology)227)이라는 학문의 특성에서 착안한 것이다. 생

226) ‘ecological’의 어원은 광의의 생물학 분야인 ‘생태학(ecology)’에서 온 것이다. 그러
나 최근 사회학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태학적 접근’은 그 방법론적 특징만을 
차용한 것이다. 필자가 관행 분석에 차용하고자 하는 것도 그 접근 방법에 한정된다. 
‘생태학적’ 이라는 한글 표현이 갖는 선입관과 독특한 어감으로 인해 법이론의 분야에 
이 용어를 차용하기에는 어색함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의역이나 섣부른 체어의 활용
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부득이 통상의 번역어 그 로 옮긴다.

227) 생태학(生態學, ecology)은 그리스어로 ‘집’을 뜻하는 ‘οἶκος’와 ‘연구’를 뜻하는 ‘-λ
ογία’에서 온 말로 생물 상호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밝혀내는 
학문이다. (출처: 학문명 백과 “생태학(Ecolog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3702&cid=44413&categoryId=44413)
근래에는 생태학이 사회학에서도 발전되고 있다. 예컨  미국 심리학자 브론펜브레너
(Uri Bronfenbrenner, 1997)는 생태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성장하는 인간 개체
와 그 개체가 살아가고 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즉각적인 환경 사이에서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점진적이고도 상호적인 조절에 한 과학적인 연구로서, 이러한 과정은 위에
서 말한 즉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포함된 더 큰 규모의 형식적·비형
식적인 사회적 환경 내부와 환경들 사이에서 얻어지는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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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이란 인간의 삶을 존재하게 해주는 자연과 그 안에 있는 생물들과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학문이다. 사회학에서 생태학적 접근은 인간의 발

달과정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

을 말한다. 생태학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분야로서 

오늘날 환경과 제도의 맥락에서 개인을 연구하는 기법으로도 발전된다. 

이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인자들 간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시한다.228)

   관행의 역동적 본성과 복잡성을 포착하고 해명하는데 있어서도 생태

학적 관점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관행은 역사와 맥

락을 배경으로, 외부 환경 및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와 적응 과정을 거쳐 발전해가는 산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관행의 역동적 본성과 복잡한 실제를 탐구해보자.

2. 관행의 실제: 복잡성과 역동성

1) 관행의 복잡성

   기존의 사회적 관행 이론들은 대체로 매우 단순한 관행의 예-예컨대 

우측 주행, 전화 통화 사례(callback) 등-를 중심으로 논의를 발전시켜왔

다.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관행들, 특히나 ‘법적 관행’은 대단히 복

잡한 특성을 갖는다.229) 건실한 관행 이론이라면 전형적인 모범사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와 구조를 갖는 관행의 넓은 스펙트럼

을 모두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여러 차원에서 관행이 갖

는 복잡성의 양상을 살펴보자.

228) 법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발견할 수 있다. 머피는 사비니(Savigny), 메인
(Maine), 그리고 카터(Carter)에 의해 개척된 법에 한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은 현재는 법인류학과 법사회학에서 다소간 이어져간다고 설명한다.  James 
Bernard Murphy, “Habit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 of custom”, 
Perreau-Saussine, Amanda,・Murphy, James Bernard (Ed.), in The Nature of 
Customary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78.

229) 박효종 교수도 동일한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박효종,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Ⅰ, 인
간사랑, 1994,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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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관행은 생애-주기(life-cycle)를 갖는다. 관행도 일련의 삶을 형

성하며 태어나고 성숙해가면서 마침내는 소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시점에 배아적 상태에 있는 관행에서부터 완숙한 형태의 관행, 그

리고 관행성의 핵심 특성이 감퇴됨으로써 소멸 중에 있는 관행에 이르기

까지,230) 다양한 발전 단계에 처한 관행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행

정법에서 거론되는 ‘예기 관행’에서부터 가장 완숙한 형태로는 ‘관습

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다양하다. 또한 판례를 통해 다투어

지는 관행의 존재성에 대한 입증 문제도 관행 생애주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론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루이스 역시 관행의 이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단서를 그의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관행의 

정도(degree)를 6단계로 나누고, 관행의 완전한 경우와 불완전한 형태를 

구분한다. 소위 불완전한 관행에 대한 루이스의 설명231)과 포스테마의 

논의232) 역시 참고가 된다.

   둘째, 관행에의 참여자는 관행 준수에 있어 상이한 정도와 양상을 보

인다. 예컨대, 관행적 실행의 핵심부에서 관행의 취지와 혼연일체가 되

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그것을 따르거나 노련한 참여자가 있다. 반면

에 그 실행의 주변부에는 내키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관

행에 그저 부합하게 행동하는 사람(mere conformist)도 있을 것이다. 이

런 차등적인 인적 구성을 갖춘 관행의 대표적인 예로 법체계를 들 수 있

다. 한 사회에서 법체계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법체계

의 강건한 유지를 직업적 책무로 삼는 법 공직자에서부터 법체계의 근간

을 이루는 일반 수범자,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가급적 벗어나고자 애쓰

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법 공직자들의 법적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 사법 관행의 규범력이 미치는 방향과 성격, 그

리고 그것이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책무를 산출하는지 등의 문제 해명을 

230)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539.
231) Lewis, Convention, pp. 76-80.
232) Postema, “Coordination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s of Law”,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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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관행이 갖는 이러한 복잡성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관행에의 당사자들 간에는 사회적 위상과 도덕적 혹은 권력적 

지위의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법적 관행

에의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행위자로서 동등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 간에는 도덕적 지위나 권력적 격차로 인해 모종

의 역학관계가 생기기도 하며,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비대칭성이 존재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결국 관련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과 

규범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벼운 예로 루이스의 전화 통화 사례

를 살펴보자. 두 사람이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끊어진 경우에 애

초에 전화를 먼저 걸었던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건다는 것이 루이스적 관

행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가령 직장에서 대표이사가 

용건이 있어 신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다가 끊어진 경우나 할아

버지가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끊어진 경우를 생각해보자. 

신입사원과 손녀는 ‘최초 발신자가 다시 전화걸기’가 관행이기에 그에 

따라 무작정 다시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는가? 만약 관계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도덕적 위상의 차이가 크거나 권력지수의 격차가 큰 경우

라면 ‘발신자가 다시 전화를 거는 관행’에의 복종문제는 그리 단순하

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해법일 수 있다. 더 적나라한 현실 사례도 생각

해볼 수 있다. 공존은 하지만 평온하지 않고, 협력을 가장하지만 결코 

공정하지 않은 편향되고 자의적인 이해 집단 규범들이 관행이란 이름으

로 위력을 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

의 편의를 위하여 형성된 정규적인 행위 패턴이 ‘관행’이란 이름하에 

그 영역의 비전문가나 의뢰인에게까지 수용이 강요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권력집단의 편파적인 내부 관행 역시 마찬가지다. 요컨대, 현실성 

있고 적용 가능한 관행 이론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관행을 둘러싼 인적 

구성과 상호작용 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변인들을 그저 통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이론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때에 관행이 진정 조정 문제 해법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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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주류적 관행 이론들은 관행적 실행의 본질적 요소들을 참여자

들의 믿음・욕망・선호 혹은 의도의 면에서 설명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심리주의(psychologism)는 실행에 관한 설명에 있어 본질적

이지 않다.233) 관행이 규범적 실행으로 이해되고, 특히나 개별 주체들의 

사적 행위를 넘어 제도적 배경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면 올바른 실행

(correct practice)의 규준234)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판단될 수도 있다. 예

컨대 ‘실행의 일관성(coherence),’ ‘실행의 근본적인 규제적 원

리’235) 등은 ‘준수 의존성’과 함께 관행의 본질 해명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 예로, 특정 법체계의 판사들의 승인적 실천과 그 책무

성은 개별 판사들의 신념・욕망・선호의 함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준수 

의존성만으로 그 본질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많은 관행적 실천들은 제도들의 복잡한 연결망에 의해 구조

화되어 있다. 이런 특징은 두 가지 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우선 그들

의 상호작용은 그 제도의 구조적 특징에 상당히 의존한다. 대표적으로 

법의 토대에서 판사들의 승인적 실천은 그것이 구성하는 법체계의 구조

적 특징이나 제도적 특성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법체계 안

에 속한 제도적 행위자로서 협력적인 규범적 구조 안에 위치하고 있으

며, 그 법체계를 건실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직업적 책무를 부

담한다. 또한 어떤 관행은 다른 관행들과 얽혀있거나, 상위의 또 다른 

관행의 일부를 이루면서 복잡한 구조적 연결망과 위계를 형성하기도 한

다. 따라서 여러 층위의 관행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것이 속한 상

위 질서나 인접 질서와의 정합성 등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관행의 역동성

233)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540.
234) Gerald J. Postema, 위의 책, p. 540.
235) Gerald J. Postema, 위의 책, p. 540.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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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행의 두 기원

   관행은 협력 문제에 대한 규범적 응답의 일종이다. 관행은 특히 둘 

이상의 균형점이 유효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관행의 본성과 합리적 힘을 해명해주기는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만들어진 신(dei ex machinis)’으로서 무대에 등장한다. 결국 

관행이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충될 때에만 이 견

해는 만족스러워질 수 있다.236)

   관행은 두 기원을 갖는다. 일부 관행은 자발적 질서로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며, 또 일부는 중앙의 조정자나 권위적 

기구의 개입을 통해 부여되기도 한다. 예컨대 게임 이론에서 등장하는 

전략적 관행들, 약속된 시간에서 30분 이상 늦게 파티에 도착해야 한다

는 지역적 관행 등은 자생적인 발생의 예일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시계

가 표준시에 맞춰 조정된 것,237) 한국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이유로 정책

적으로 변경한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의 사례는 외부 조정자에 의해 

수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자생적 기원을 갖는 관

행을 ‘묵시적 관행’으로, 특정한 정책적 계기에 의해 의도적으로 정립

된 관행을 ‘명시적 관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행이 형성된 최초의 계기만을 두고 관행의 명시성이나 공식

성 여부로 대응시키는 것은 다소 부정확하다. 특히 실정법의 본질도 관

행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라면 더욱 동의하기 어려운 설명일 것이다. 오히

려 관건은 그 관행이 안정적으로 유지・존속하는 과정에서 권력적 강제

기구나 공식적 제재에 의존하고 중대한 지원을 받는지 여부일 수 있다.

236)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 470.
237) 하딘 (황수익 옮김), 집합행동,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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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저성 추론

   자생적 기원을 갖는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과 작동 기제는 관련 당사

자들의 공동의 실천적 추론의 맥락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테마는 협력 문제에 직면한 합리적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현

저성 추론(salience reasoning)’ 이라는 새로운 논증기법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관행이 발생하고 발전해가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아래 인용

문은 현저성 추론의 핵심적인 특징과 가치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협력을 요청하는 새로운 사례들에서 당사자들은 새로운 관행들을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실천적인 공유자원(practical commons)’을 

찾는다. 즉, 이는 상호지식이라는 공공의 축적자원(their fund of public, 

mutual knowledge)이다. 그들이 성공할 때, 만약 그들의 해법이 보다 광범위

하게 알려진다면, 이런 해법들은 유추적 상황들에서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 

양자를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 학습과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 반복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들에 대한 관행적 해법들은 인구집단(population)에 

전파된다. 현저성 추론은 이 과정의 핵심에 있다. 이는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이고 상호 지각 있는 행위자들이라면 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정도의 협력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사회적 역량이다.238) 

   ‘현저성 추론 모델’은 관행의 창발을 관행에 대한 의도적인 재진술

과 확산이라는 면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일종의 질문 구걸하기나 선결문

제의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적어도 사법과 입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형성・강화되는 관행의 

위상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더욱

이, 현저성 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과거로부터 거듭된 조정 문제 상황

뿐만 아니라 유추적 상황에 대해서도 관행적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추

론 기법과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조정 문제

238)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 470. ‘현저성 추론’에 
한 자세한 내용은, Gerald J. Postema, “Salience Reasoning”, Topoi, Vol. 27, 
200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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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관행의 틀 안에서 그 해법을 구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는 실정법의 

공백 상태에서 관행규범이 형성・발전되거나, 공식적인 법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일련의 과정을 관행 이론의 틀 안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준다. 물론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이고 상호 지각 

있는 행위자들이라면 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정도의 협력을 제시한

다.”239)는 설명에서도 드러나듯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하

며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연함이 결코 무의미

하거나 무익하지는 않다. 실천적 행위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전제된

다면 현저성 추론 기법은 관행 규범의 잠재적인 해결 역량을 증진시키고 

폭넓은 신뢰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진정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관행은 해석적 측면240)을 가지며 그로 인해 변화를 허용한다. 

관행의 이런 해석적 측면은 자연히 관행의 ‘제도적 체계화

(codification)’ 논의로 연결된다. 다음 항에서 이에 관해 상세히 논한다.

3) 관행의 승격과 제도적 체계화: 방식과 방향

   관행이 갖는 복잡성(complexity)과 역동성(dynamic)이 공식적으로 구

현되는 한 예가 ‘관행의 제도적 체계화’이다. 자율적 규범 질서로서 

관행의 원형은 대부분 비공식적이거나 묵시적인 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특별한 배경적 여건 하에 어떤 필요가 발생하면, 사회적 관행으로 등장

한 규칙들은 종종 승격되고 일정한 방식으로 제도적 체계화의 과정을 겪

기도 한다. 그것의 가장 공식화된 형태가 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1) 제도적 체계화의 두 방식

   마머는 사회적 관행으로서 발생한 규칙들은 어떤 시점에 종종 제도적

239)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 470.
240) Marmor, Positive Law and Objective Values,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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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계화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조정 관행과 구성적 관행 모두 그러

하다. 마머는 관행이 체계화되는 두 방식을 “입법적 체계화(legislative 

codification)”241)와 “백과사전식 체계화(encyclopedic codification)”로 

구분한다. 우선 마머의 논의를 살펴보자.242)

입법적 체계화 백과사전식 체계화

주된 역할
관행의 내용을 

결정, 수정함.

관행을 내용을 

보고, 지칭함.

성공 시 관행성의 

존속 여부
관행성 소멸 관행성 유지

제도적 규칙과의 

관계
관행을 대체함. 관행적 규칙은 유지됨.

예 사전, 문법책

[표 4] 관행의 제도적 체계화의 두 방식

   관행 규칙들의 “입법적 법제화”는 그 규칙이 무엇인지를 유권적으

로 결정한다. 마머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관행의 입법적 체계화가 성공

하면 그 관행이 이루는 실행은 더 이상 관행적이지 않게 된다. 반면에, 

“백과사전식 체계화”는 그것의 내용을 장래적으로 실제 결정짓지는 않

으며, 단지 그 규칙이 무엇인지를 보고한다. 따라서 백과사전식 체계화

의 경우에는 체계화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실행의 관행적 본성은 

그대로 유지된다.243) 사전과 문법책이 사회적 관행이 백과사전식 체계화

241) 본고에서 사용하는 “입법적 체계화”는 ‘법제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백과사전
식 체계화”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체계화’라는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242) Marmor, Social Conventions, pp. 50-52.
243) 마머는 체스의 예를 든다. 체스는 유럽에서 20세기 초에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었는데, 

그 방식은 입법적 체계화이다. 그런데 혹자는 체스가 왜 ‘관행적 실행’ 인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체스는 적어도 1929년 이후에는 더 이상 관행적이 아니라는 반론
이다. 그에 해 마머는 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적 게임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비전문가들은 공식적인 토너먼트에는 거의 신경쓰지 않으며, 단지 관행적인 
규칙에 따라 경기하는 사실을 든다. 체스는 두 영역에서 실천된다. ①공식적, 제도적 영
역(공식 리그와 토너먼트를 규율하는), 그리고 ②비공식적, 비전문가적, 비제도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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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 대표적인 예다. 사전은 단어 사용에 대한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유권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그저 일반적인 용법(common usage)을 사

회적 관행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고할 따름이다. 또한 관행들이 사전

과 문법책에 체계화되더라도, 관행적인 언어 사용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남는다. 요컨대, “입법적 체계화”는 규칙들의 내용을 결정하고 수정한

다. 반면에, “백과사전식 체계화”는 그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그저 나

타낸다. 따라서 사회적 관행의 입법적 체계화의 경우에는 보통 제도적 

규칙들에 의해 관행이 대체되는 반면, 백과사전식 체계화는 그 규칙들의 

관행적 측면을 남겨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적 체계화”는 두 가지 주된 수정(main modification)을 

동반한다. 첫째, 입법적 체계화는 변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만든다. 반면

에 관행적 실행은 보통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 관행은 제정되

지 않으며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입법적 

체계화는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즉, 제도적 

실천은 보통 ①그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규칙을 가지며, ②

어떻게 부준수를 감시하는지, 제재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누가 그런 사

안들을 결정하게 되는지 등을 결정하는 전체 메커니즘을 가진다. 반면에 

관행적 실행은 보통 제재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 관행적 규칙 부준

수에 대한 제재는 비공식적인 경향이 있고, 대부분 사회적 압력과 그 집

단 안에서 다른 이들의 적대적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런 두 메커니즘 간에는 관련성이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

면, 관행적 규칙들은 제재 집행 메커니즘을 결하고 있으며, 관행은 그 

규칙들로부터의 연속적인 일탈의 결과를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일탈이 만연하고 충분히 지속되면, 오래된 것

을 수정하거나 대체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244)

역, 체로 여전히 관행적인.)   Marmor, 위의 책, pp. 50-51.
244) Marmor, 위의 책, pp.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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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화의 두 방향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할 쟁점은, 관행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의 

‘방향’ 문제이다. 특히 “입법적 체계화”의 경우에는 ①기존 관행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 방향 그대로 체계화하는 방식과, 오히려 ②기존 관

행의 내용에 역행하거나 그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는 두 경우

를 모두 생각할 수 있다. 전자를 ‘(+)순방향 체계화(positive way)’로, 

후자를 ‘(-)역방향 체계화(negative way)’로 불러보자. 

   전술했듯이, “입법적 체계화”는 보통 변화 메커니즘과 제재나 집행 

메커니즘을 동반한다. 이런 특징은 특히 기존 관행 규칙의 내용을 교정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역방향의 입법적 체계화’에서 그 실천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이런 메커니즘의 동반 덕분에 사실상 역방향

의 체계화가 실현되고, 또 실효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것이다.

   ‘역방향의 입법적 체계화’를 보여주는 최근의 예로는, 일명 “전관

예우금지법”245), “청탁금지법”246)이나 “환자연명의료결정법”247)을 

들 수 있다. 이런 법령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소위 ‘나쁜 관행’으로 

여겨지며 만연해있던 관행적 실천들을 개선하거나 교정하기 위해 ‘성문

화’라는 가장 공식적인 형태의 법제화를 이룬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경우, 기존에 만연해있던 의료계 관행

에 대해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과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

건’을 계기로 변경 메커니즘이 발동하였고, 최종적으로 관행이 법제화

245)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은 판ㆍ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변
호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는 전직 판ㆍ검사 등 공직에 근무했던 자가 퇴직 후 변호
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일컫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인 '전관예우(前官禮遇)'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전관예우금지법’ 이라고 불
린다.  “전관예우금지법” [前官禮遇禁止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46)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247)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시행 2017.8.4.] [법률 제14013호, 2016.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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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나아간 일련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제도적인 규범적 질서로서의 법

   관행의 역동성과 변화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그것이 승격되고 제도적

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을 통해 법개념이나 본성을 설명하는 이론도 있다. 

즉 법이란 비공식적인 규범적 질서로서의 관행이 제도화의 과정을 거쳐 

공식화된 형태라는 것이다. “제도적인 규범적 질서로서의 법”248) 이라

는 명제가 이런 설명을 대표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법의 진정한 기원

은 비공식적인 규범적 질서로서의 관행이다. 그리고 그 작동 기제로서 

공식적인 ‘제도화’나 ‘입법적 체계화’의 과정 안에서 기존 관행은 

순방향이건 역방향이건 실질적인 법원(法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3. 역동적 관행관의 특징

1) 정적 균형관과 동적 균형관

   관행 개념론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만하고 건설적으로 발전시켜나

가야 할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는 ‘균형’이다.249) 관행 이론의 맥락에

서 ‘균형’ 이란 공동의 협력적 상황에서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

248) 법의 개념과 본성에 관한 이런 설명은 맥코믹의 연구가 표적이다. 그의 법개념론의 
표 명제가  “제도적인 규범적 질서로서의 법” 이다. 맥코믹은 관행을 법의 이전 단계

의 비공식화된 규범적 질서로 설명한다. Neil MacCormick (김정오 옮김), “제도적 규
범적 질서로서의 법의 개념: 나의 법철학”, 법철학연구, 제1권, 1998.; Neil 
MacCormick, “Norm,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Facts”, Law and 
Philosophy 17,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 Neil MacCormick, 
Institutions of Law: An Essay in Legal Theory, Oxford, 2007. 맥코믹의 법개념론
을 중심으로 그의 제도적 법이론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는 국내 연구로는 이현경, 닐 맥
코믹의 제도적 법이론에 관한 연구: 법개념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학원 법학
석사학위논문, 2010.

249) 게임 이론의 틀 안에서 ‘균형’에 한 여러 방면의 고찰을 담고 있는 문헌으로 
Cristina Bicchieri, Rationality and Coordi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chap. 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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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대나 행위의 자연스러운 수렴과정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다. 

이는 위계적 권력자가 하향식으로 발하는 일방적・통제적인 명령이나 선

언과 다르다. 또한 특정 시점에 이뤄지는 소수자들의 결단적 의사 합치

나 계약과도 다르다. 균형은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런데 ‘균형’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정태적 균형관’은 균형을 그 현재 상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이런 시각은 균형을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확정적인 명령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식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관행과 제정규범은 형성되는 경로

나 작동 기제만 다를 뿐이지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유사하게 된다. 그 

결과 이 견해는 예컨대 관행을 둘러싼 의견불일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관행을 일종의 폐쇄적인 완결체로 바라보는 경직된 균형관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게임 이론적 용어로 말하면 ‘완벽한 균형’ 내쉬 균형이 

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언어분석철학에서의 관행주의가 전제하는 형식

적이고 축소주의적인 관행관 역시 넓게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균형이 형성되고 조율되는 일련의 과정에 더 주목하는 ‘동적 

균형관’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은 균형이 갖는 불확정성과 변화 가능성

을 유해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오히려 활용 가능한 잠재적 자원으

로 여긴다. 동적 균형은 조정 해법이나 어떤 가치에 대한 규범적 응답으

로서의 실천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특별한 유연함

과 개방성 덕분에 변용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이중의 역량을 갖는다. 다

만 양자 모두 필연적으로 해석과 실천적 추론 과정과 결부되기에, 그 과

정에서 외재적 가치나 공적 정보의 개입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로 인해 

관행이 모종의 가치관여적 함수로 이해될 수 있다.

   정적 균형관은 기능주의적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250), 그리고 안정성

과 효용성을 추구한다. 덕분에 당해 사안에서 관행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250) Bicchieri, 위의 책, chap. 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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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동적 균형관은 일의적인 문제 해

소나 ‘사실상의 안정성’ 확보 보다는 ‘안정’과 ‘변화’의 조화에 

더 큰 관심을 둔다. 또한 동적 균형관을 취하면, 환경에의 반응과 변용,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행은 관련 사람들에게 높은 수용력을 얻는다.

   두 균형관은 각기 나름의 장단점과 의의를 갖기에 우열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그리고 그 균형관을 통해 해명하

려는 대상의 특징이나 이론적 과업에 따라 어떤 균형관, 나아가 어떠한 

관행 이론 모델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지의 선택이 남게 된다.

2) 자율적 메커니즘을 통한 진화적251) 발전

   관행은 시점적으로 확립된 폐쇄적 완결체로서 ‘기성품’이나 ‘발견

의 대상’이 아니다. 관행은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내・외

부 환경에 적응해나가면서 양적이나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관행성 정

도252)의 다변화). 그런 의미에서 관행은 역사적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관행은 기원에 있어서 완벽히 자발적인 태생의 산물은 아닐 

수 있다. 관행이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의 메커니즘에 의해 100% 

자발적으로 등장한 자율적 질서라는 관념은 과도한 설명이다. 이를 ‘자

생성의 신화’라고 불러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질서가 관행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그것이 촉발되는 최초의 계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실이 관행으로서의 적격성을 위협하지

도 않는다.253) 다음의 설명 사례를 살펴보자.

251) 여기서 필자가 사용한  ‘진화론적’이란 표현의 의미는 생물학적 진화론과는 다르다. 
이는 일상적 용례에 가깝다. 즉 고정・확립된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발전
하고 변화해나간다는 약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도덕이나 윤리의 기원을 생물
학적 진화론의 관점에서 입론하는 흥미로운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국
내 번역서로는, 레오나드 캐츠 (김성동 옮김), 윤리의 진화론적 기원, 철학과 현실사, 
2007.을 참고. 오히려 생물화적 진화론의 논의를 사회영역, 나아가 (법)규범의 영역에 
그 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위험성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글로는, 
페이비언, 앤드루 C. (김혜원 옮김), 모든 것은 진화한다, 에코리브르, 2011, p. 137.

252) 루이스도 관행의 정도(혹은 ‘정규성 R의 관행성 정도’) 차이를 인정하고 총 6단계로 
세분한다.  Lewis, Convention, pp. 76-82.



- 115 -

∎ 에스컬레이터 오른줄서기 사례: 한 사회에서 ‘에스컬레이터 오른줄서

기’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순

수하게 시민들의 상호작용과 자발적 행위 수렴을 통해 형성된 게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한 필요 하에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의도적인 캠페인 

시행을 통해 수립한 질서였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줄서기’는“관행”인가?

   최초의 관행이 설사 어떤 외부적 압력이나 의도적 계기를 통해 촉발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유지와 존속이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

과 같은 자율 메커니즘에 의존한다면 이는 관행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은 

실천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구현・발전되는 진화적 산물이다. 그리고 다

양한 방식-자연적/인위적-과 경로를 통해 관행의 지위는 소멸되거나 강

화될 수 있다. 관행의 지위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한 예로 ‘일반적 준

수’ 요건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관행은 기본적

으로는 실천됨을 통해 그 존재성을 보증받기 때문이다.254)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진화는 의도적인 목적이나 방향 교정 같은 

인위적인 개입과 통제가 없는 자연발생적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관행은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255)인 특성이 있다.256) 이 두 가지 

특징이 모종의 정치・문화적 여건과 결합하게 되면, 관행은 불법적인 방

253) 루이스의 ‘불의 본성’ 예시: 루이스는 관행은 불(fires)-어떤 우호적인 조건 하에서 충
분히 집중된 열기가 퍼지고 그 자체로 지속되는-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화염(fire)의 
본성은 열기(heat)의 최초의 원천(original source)에 의존하지 않는다. 성냥들
(matches)이 화염을 발생시키는데 최선일 수는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 화염에 

해 생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또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관행들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해 유래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
이다. 그리고 종종 그러하지 않다.”  Lewis, 위의 책, p. 86.

254) 콜먼과 마머는 이 점에 동의하지만 포스테마는 반 한다. 마머는 이를 ‘실행-의존성
(practice-dependence)’ 이라고 표현한다. Marmor, Social Convention, pp. 10-11.

255) ‘경로 의존성’은 특히 제도이론에서 핵심 용어이다. 우선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이전
의 결정들이 최근의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방식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기본적인 발상은 앞선 행위들은 뒤의 것에 중 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Brian Bix, 
A Dictionary of Leg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159.

256) 마머도 관행의 경로 의존성을 말한다. “어떤 규범이 관행적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개
연성, 경로-의존성, 그리고 이유에 의한 과소결정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과 접한 
관계가 있다.” Marmor, Social Convention,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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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변질되거나 관행의 임의적 본성이 무제약적으로 극단화 될 가능

성이 있다. 그런데 법의 영역에서는 이런 사태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적 관행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하에서 심사

나 통제가 가능하며, 또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호혜적 이익실현이라는 

것이 사실은 특정한 권력적 이해집단의 당파적 이익에만 봉사하고 보편

적 공익(公益)을 현저히 위협하는 경우, 어떤 관행이 법체계의 근본 질서

나 체계 정합성에 반하여 불법적인 속성을 띄는 경우, 혹은 시대적 요청

이나 흐름에 현저히 반하여 애초에 그것이 구현하고자했던 가치나 목적

에 오히려 역행하게 되는 경우 등, 이러한 ‘나쁜 관행’에 대해서는 사

후적인 평가나 그런 사태를 규율할 이론 마련이 필요하다.257)

3) 관행의 존재와 의견불일치의 허용 가능성

   관행은 일종의 묵시적 규칙이자 비공식적인 규범적 질서로서 공식적

인 법규칙 만큼 명확하지는 못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의견불일치가 종종 발생한다. 그

렇다면 관행이 갖는 이런 불확정성이 관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까? 다시 말해, 관행 개념은 의견불일치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는 하트의 승인 규칙의 존재를 둘러싼 드워킨의 공격과 실증

주의자들의 간의 논쟁사를 통해 잘 드러난다. 법철학 이론사의 맥락에서 

볼 때, 관행의 존재와 관련된 가장 적극적이고도 도전적인 반론은 드워

킨의 ‘논전 논변(controversy argument)’258)이다.

(1) 드워킨의 공격

   드워킨은 법실증주의를 ‘관행주의’로 규정하고, 관행에 대한 자신

257)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고자 한 시도가 본고 제4장 제2절의 요지이다.
258) 드워킨의 이런 주장과 논증을 ‘논전 논변’이라 칭한 것은 포스테마에 의한 것이다.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cha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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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방식을 기초로 법실증주의를 공격한다.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

다. 하트식의 법실증주의는 법적 관행이라는 명백한 사회적 관행을 기반

으로 구축되었는데, 판사들 사이에는 관행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므

로 사실상 그런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실증주의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관건은 ‘법적 관행’이 

무엇이며,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가 된다. 그 

핵심에는 ‘의견불일치’의 허용 가능성 문제가 놓여있다.259)

   드워킨이 말하는 관행은 애초에 이견(異見)을 허용하지 않는, 즉 너무

나 명백하고 분명해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이런 견해는 대단히 경직된 관행관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상정하는 법적 관행의 면모는 다음 인용문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관행주의가 필요로 하는 관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더 직접적인 문

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 이 물음은, 법 실무 전체는 중요한 법적 관행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요구는 일반

적으로 판사(관행주의자가 아닌 판사까지 포함하여)의 행동이 충분히 수렴하

여 우리가 그 수렴 속에서 관행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한다.260)

그 관행적 제도에 대하여 해석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게 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진다. 그렇게 되면 예의범절의 관행이 ‘정말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관행의 요구를 물리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절히 이해할 때 그 관행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판

단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진 도덕적, 정치적 신념이 개입하게 된다.261)

259) “판사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견해 차이는 관행주의에 하여 직접적이고 분명
한 문제를 제기한다. 관행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특정의 법규정이 특정한 법적 관행에 
의하여 진이 되기 위하여는 얼마만큼의,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합의가 필요한가에 하여 
더 해명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드워킨 (장영민 옮김), 법의 제
국, p. 184.

260) 드워킨 (장영민 옮김), 위의 책, p. 182. (강조 및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261) 드워킨 (장영민 옮김), 위의 책,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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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주의는 관행이 과거가 현재에 대하여 갖는 힘의 시작뿐만 아니라 끝도 

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관행의 권위를 보호한다. 과거(의 결정)는 모든 사람

이 알고 기대하는 바대로 논쟁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져야만 법원에서 통용

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할 수 있다고 관행주의는 주장한다. 관행이 침묵하고 

있다면 법은 없는 것이며262)

   드워킨에 따르면 관행의 수렴된 행위는 그것의 내용을 완전히 결정짓

고, 따라서 관행이 요구하는 바는 다투어질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그 관행은 애초에 존

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관행을 둘러싼 의견불일치는 관행에 대한 

해석적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한다.263) 그런데 드워킨이 전제하는 이

렇듯 매우 경직된 이해방식은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엄격한 기준을 관행의 존재 조건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관행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어떤 오해에 기반하는 것은 아닐까?

(2) 비판에의 대응 

   이에 대해 마머는 드워킨의 반론은 관행주의에 대한 그의 잘못된 개

념관과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재반박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드워

킨의 첫 번째 오류는 관행이 의사 일치(agreement)의 패턴을 드러낸다고 

가정하는데 있다. 드워킨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관행의 존재는 그것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과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 하지만 관행

은 그 어떤 동의적 기초(consensual basis)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마머는 재

반론한다. 관행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암묵적인 합의나 묵시적 

동의가 아니다. 오히려 관행은 정확히 말하자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거

나 불가능한 경우에 등장하는 것이다. 둘째, 관행의 내용에 관한 논란이 

그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설사 규칙에 대한 여러 

262) 드워킨 (장영민 옮김), 위의 책, p. 179. (강조 및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263) 이런 점에서 드워킨의 견해는 마머와 조적이다. 마머는 관행의 본질적 특성 중 하

나로 해석적 측면과 역사성을 든다. 그리고 관행의 해석적 측면과 의견불일치의 존재 
자체가 오히려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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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해방식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논쟁할 수 있는 대상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 차원

에서의 반론이다. 결국 드워킨의 논변은 ‘규칙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과 ‘그 규칙의 공식화(formulation)에 대해 우리가 동의할 수 있

는지의 질문’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의 적절한 

정식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견일치가 없을 수 있으며, 이 점이 그런 

규칙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

하면, 사회적 규칙이 존재하고 관행적 규칙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논란의 여지가 없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264)

   콜먼은 “실천된 행위는 규칙[=관행]을 확립(fix)하지만, 그것의 내용

을 [완전히] 결정짓지도, 그 규칙이 부과하고자 하는 책무들의 범위를 

[완전히] 결정짓지도 않는다.”265)고 말한다. 그리고 ‘효력 규준’과 

‘적용 규준’을 구별하면서 적용에 있어서의 의견불일치가 그것의 존재

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포스테마는 관행적 실천에의 참여

자들이 관행에의 헌신을 공유하더라도, 그 사실이 그들이 동일한 방식으

로 그 규칙을 공식화해야 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헌신을 공유하는 규칙은 일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예견되지 않은 상황

까지도 규율할 것이며, 참여자들은 이런 경우 그 규칙의 적용에 대해 의

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전의 행위와 판단의 수렴이 의견 다툼 없

이 유일한 후보를 확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방대한 잠재적 후보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266)

   드워킨의 논전 논변에 대해 제기된 이러한 반론들을 타당하게 하는 

공통 전제 중 하나는 관행의 본질이 ‘규칙’이라는 점이다. 또한 규칙

의‘존재’와 ‘적용’의 차원을 구분하는 실증주의적 접근방식을 받아

264) Marmor, Positive Law and Objective Values, p. 6. 마머는 관행의 이러한 특성
을 관행의 “논쟁적 본성(controversial nature)” 이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한다.

265)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83. ( 괄호 안의 첨언은 필자에 의한 것임.)

266)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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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다면, 구체적 사안에 있어 관행의 적용 혹은 그것을 공식화하는 방

식에 있어서의 의견불일치나 이해방식의 차이가 관행 규칙의 존재 자체

를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논증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개별 사례

에서 관행 규칙을 적용하는 참여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모종

의 해석적 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관행의 역동성’에서도 논하였듯이, 관행이 갖는 해석적 

측면과 그것으로부터 가능해진 제도적 체계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 즉, 관행의 해석적 특성으로 인해 관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 가능성’ 이라는 면에서 재고해볼 

수 있다. 이는 본고의 ‘동적 관행 이론’이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제3절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

   제2장에서 관행의 본질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들을 검토

했다. 기존의 이론들은 여러 강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으로서, 그리고 법 이론으로서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있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장 제1절과 제2절을 나누어 기초 작업을 수행했다. 

   제3장 제1절에서는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가들의 틀에 얽

매이지 않고, 관행 그 자체의 개념적 구조와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관행의 개념 요소별로 일종의 대안적인 이론적 시도들을 검토하고, 

필자 나름의 평가를 더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 관행 개념을 이루는 기

본 틀을 형성하였다. 제3장 제2절에서는 대안 이론을 이루는 기본적인 

관점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일부 관행 이론들이 보이는 정적 접

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관행에 대한 동적 이론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

했다. 이는 서론에서 제기한 본고의 2단계 연구 목표의 첫 번째 과제, 

‘관행성을 보존하면서도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유연한 관행

개념과 동적 이론’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제1절과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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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고 문제의식을 정돈하면서, 이를 양 축으로 

삼아 제3절에서는 대안적인 관행 개념론, 즉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

식’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1. 관행의 존재 조건과 강화 조건

   관행의 개념은 존재 조건을 통해 설명되곤 한다. 이런 경향은 관행이 

완전히 추상적인 관념적 산물이 아니라 실재하는 질서라는 점을 암시한

다고 볼 수 있다.267)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로서 

개별 관행은 관찰 가능한 질서의 특징을 갖지만 여전히 불확정성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관행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종종 다투어지곤 한다. 관행 존재론

은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질문의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가장 실천적인 

법적 판단의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점은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관행의 존재 혹은 성립 조건은 무엇인지, 심지어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까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이룬다.268) 따

라서 관행 개념 정식 도출과 함께, 구체적 질서로서 관행이 실제 존재한

다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본 절

에서는 몇 가지 이론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관행 존재론의 쟁점

   ‘존재론(ontology)’이란 이름 자체는 법 실무나 법학에서 주된 관심

267) 제도이론의 주창자인 맥코믹은 제도 개념을 논하면서 “개념으로서의 제도
(institution-concept)”와 “제도들의 실례(Instances of Institution)”로 구분한다. 양자
는 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둘 다 개념론에 포함되지만 철학적인 위상 차이가 있다. 
‘관행’ 역시 ‘제도’와 매우 유사한 철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68) 관행 존재에 한 입증책임을 논한 법원 판결의 한 예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
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 법원 
2013.12.26.선고 2011두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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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가들과 법 이론가들을 곤란에 빠

뜨리는 가장 흔한 질문들은 대부분 존재론적 요소를 포함한다. 존재론의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 

“사물의 본질(essence)은 어떠하며, 그것의 존재 조건은 무엇인가?”269)

   사회 규범의 존재 조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다음의 두 

가지 질문들로 다루어 질 수 있다. ①“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는 한 규

범 x가 존재한다고 말할 것인가?” ②“왜 규범 x는 존재하는가?” 그 

중 법철학은 주로 ①의 질문을 다룬다.270) 관행의 경우 특히 규범적 사

실이라는 특별한 존재론적 속성 상, 그것의 존재를 보증하는 조건에 관

한 규명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법적 판단이나 결정에 있어서도 관

행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입증은 중요한 논점을 이룬다.

2) 사실상 준수 요건의 규모와 강도

   콜먼은 관행을 ‘실천된 사회적 규칙’이라고 정의한다. 관행은 ‘실

천됨’에 의해 그 존재성을 보증 받는다. 도덕규범의 경우는 실제 사람

들에 의해 실천되는지와 무관하게 그 내용적 옳음에 의해 존재와 효력이 

근거지어 진다. 반면에 관행은 실효적 준수가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관행의 존재와 효력을 보증하는 

‘사실상 준수’ 요건, 즉 사람들이 실제 관행을 준수하고 있어야한다는 

이 조건은 어느 정도 규모와 얼마나한 강도로 충족되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머의 논의를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마머는 관행적 규칙을 따르는 이유의 독특한 구조로 ‘일반적 준수 

의존성’을 말한다. 그리고 관행의 존재성을 보증하는 기준으로 “실제

로 준수됨”이라는 요건을 주장한다.271) 다음의 인용구들에 주목해보자.; 

269) Paul Amselek and Neil MacCormick (Eds.), Controversies about Law’s 
Ontology,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1, p. ⅶ.

270)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p. 7.
271) 반면에 길버트는 관행은 행위의 부합(conformity of behavior) 없이도 존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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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규칙들은 만약 그것이 관련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준수되지 않

는다면 그 취지를 상실한다. 관행적인 규칙을 따르는 이유는 다른 이들 

역시 그것을 따른다는 사실에 얽혀있다.”272); “관행은 반드시 실천되어

야 한다. 즉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의해 실제 준수되어야 

한다.”273) 이를 ‘사실상의 실효적 준수 요건’이라고 불러보자. 마머는 

‘준수 의존성’ 뿐만 아니라 ‘대다수에 의한’ ‘실제적 준수’라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상당한 규모의 실효적인 준

수’를 요한다. 이 조건을 분석해보면, 그의 설명에서‘일반적 준수 의

존성’은 다음의 세 측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①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by and large) : <양적 측면>274)

② 실제로 준수되며(actually being followed) : <질적 측면>

③ 준수-의존적이다(compliance-dependent) : <관계적 측면>

   이 중 특히 ①과 관련된 마머의 설명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단지 소수 사람들에 의해 따라지는 규칙은 설사 다른 조건들이 획득된다 할

지라도 전형적으로 관행이 아니다. 사회적 규칙으로서 관행은 상당한 수의 

사람들에 의해 실천되어야 한다. 여기서 숫자들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적은 

규모 안에서는 관련 행위자들이 그들 간의 단순 합의(simple agreement)에 

의해 그 규칙들을 의지로 창조,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275) 

   이런 설명은 두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보

면, 소수 집단의 단순 합의에 의한 결단적 산물로서 마련된 규칙은 관행

다고 주장한다. 리칸 역시 이런 입장을 공유하는 듯 보인다. Marmor, Social 
Conventions, p. 3, 각주 1. 

272) Marmor, 위의 책, p. 1.
273) Marmor, 위의 책, p. 3.
274) ‘준수 요건’과 관련한 양적 접근의 유사한 생각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발견된다. “A 

nation exist when a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in a community consider 
themselves to form a nation, or behave as if they formed one.” H. 
Selton-Watson, Nations and States, Bouder: Westwood Press, p. 5.

275) Marmor, Social Conventions,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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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제정법을 지칭한다.(울만-마가릿의 이분법에 따른다면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겠다.) 하지만 루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관행 

연구에 천착한 배경에는 그런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거나 불가능

한 상황에서도 규범이 형성될 수 있음을 논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마

머도 “루이스가 옳게 관찰했듯이 관행이란 전형적으로는 합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출현한다. 정확히 말하면, 포함된 행위자들의 큰 숫자 때문

에 합의가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인구집단이나 공동

체의 개념은 모호하며 경계 사례들이 존재하게 마련이다.”276)고 말한다. 

   실천적 차원에서 보면, ‘다수에 의한 실제적 준수’ 요건은 특정 이

해집단이나 권력적 소수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실상의 실효적 준수 요

건’의 필수성에 대한 최선의 정당화는 이 두 가지 점을 포함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②의 측면과 관련해서 마머는 ‘준수(being followed)’277)란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하면서 ‘부합(conform to)’과 구분한다. 그는 두 가지 특

징적인 점을 말하는데 우선, “사람들의 행위는 그 규칙이 준수되지 않

고도 그 규칙에 부합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맥락에서 어떤 규칙들은 

사실상 준수되지 않고도 그 규칙에 ‘부합’할 수 있다. 또한 규칙을 준

수한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그 규칙을 구속적인 것으로 여긴

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을 

함축한다.278) 그러므로 관행 규칙이 ‘실제로 준수되어야’한다는 조건

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속력 있다고 여겨져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그

276) Marmor, 위의 책, pp. 4-5.
277) 관행에 일치되게 행위하는 것 혹은 관행을 따르는 행위와 관련하여 유사하지만 다른 

여러 개념들이 등장한다. 표적으로 “follow” “conform to” “comply with”을 들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 개념들을 특별한 의식 없이 혼용하기도 하지만, 마머나 포스
테마와 같은 일부 관행 이론가들은 쟁점에 따라 명확히 다른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한
다. 따라서 적절한 번역어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따르기/준수(follow)”, 
“부합(conform to)” 이란 용어를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용어 간에 의미차이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278) Marmor, Social Conventions,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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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자각은 잠재적인 것이면 충분하다.279) 이것을 마머는 “관행성은 종

종 불투명(opaque)하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관행은 규칙이다. 그리고 관행에의 준수가 규

칙 따르기의 한 예가 되는 한, 관행을 준수함에 있어서 그가 규칙을 따른다

는 점에 대한 잠재적인 인식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대, 

그 규칙을 위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그 규칙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그 

행위자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무언가는 아니다.280)

   이러한 논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① 관행 존재의 필수조건은 그것이 관련 사람들에게 실제로 준수되어야 함.

② 사람들은 어떤 규칙을 구속력 있게 여길 때 그것을 준수함.

③ 관행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준수되어야 함.

④ 따라서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관행이 “관련 사람들에게 구속

력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임.

   그러나 실제적 준수 요건에 대해 길버트는 ‘만찬 후 감사 쪽지 보내

기 관행’을 반례로 들면서, 관행은 행위의 준수(conform to) 없이도 존

재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만찬에 초대

를 받으면 식사 후에 감사 쪽지를 보내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었지만 근

래에는 그것을 실제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여전히 ‘만찬 후 감사노트 보내기’가 관행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따른다’는 요건은 관행 존재를 위한 필

수 조건이 아니라고 그녀는 역설한다.

   하지만 마머는 길버트의 예는 적절한 반례가 아니라고 재반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길버트의 반례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퇴락하는 관

279) 예컨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언어 규범들(상징 기호, 철자법, 통사법 등)을 
따르고 그것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는 기호 “A”가 특정 소리를 상
징하고, “B”는 다른 소리를 상징한다고 스스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280) Marmor, 위의 책, p. 7. (흘림체는 원문에 의한 것임.)



- 126 -

행’ 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때로는 관행적 규칙이 점차 실행되지 않

게 되고, 어느 시점에는 그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즉 실행(practice)이라는 아이디어는 모호하고, 

경계 사례들은 평범하지 않다. 하지만 그 구별을 이루는 개념들의 모호

성이 구별 자체가 문제적이라는 점을 함축하지는 않는다.”281)고 반론한

다. 요컨대, 사실상 준수와 실행이라는 개념이 갖는 불확정성이 있긴 하

지만 그것을 관행의 존재 조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관행의 존재를 위한 일반적 준수 요건의 필요성에 관한 길버트와 마

머의 견해차는 관행에 대해 대립하는 직관들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설명 모두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주저되는 점이 있다. 우

선 길버트의 이론은 관행의 변천과 자연적 소멸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

다. 관행의 소멸 역시 그것의 종결에 대한 합동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데, 이는 오히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마머가 주장한 ‘상당한 

규모의 실효적 준수’요건은 사실적 측면에 치우친 감이 있다. 또한 그 

영역과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인적 요소에 대한 섬세한 접근도 필요하

다. 중요한 것은 준수의 사실적 규모나 기간 보다 ‘상호 신뢰’에 기반

한 당사자들의 ‘공동 승인’의 양상과 품질이다.

3) 도덕적 이유의 필요 여부

   “관행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논하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중

요한 쟁점은 관행의 존재 조건에 도덕적 이유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다

시 말해 “관행이란 반드시 도덕 원칙이나 도덕 규범적인 이유들에 근거

하고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가능하다. 이

러한 문제의식은 렛사스(George Letsas)의 논의를 통해 잘 드러난다.

   렛사스는 관행에 대한 ‘비-도덕화된 설명(non-moralized account)’

281) Marmor, 위의 책,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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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덕화된 설명’을 구분한다. 그리고 ‘비 도덕화된 설명’의 요지

를 “관행적 실천의 존재 문제와 그것이 우리가 복종해야할 실천인지 여

부는 별개의 문제다.”로 정리한다. 그는 기존의 대부분의 철학적 이론

들은 관행의 존재 조건에 대해 비-도덕화된 설명을 추구해왔다고 하면

서282) 그에 대항하여 도덕화된 설명을 제안한다. 두 설명법의 핵심은 다

음과 같다.

① 비-도덕화된 설명: 관행적 실천의 존재와 그것이 준수해야 할 실천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② 도덕화된 설명: 관행적 실천은 필연적으로 규범적인 이유들이다.

   그의 도덕화된 설명에 따르면 관행적 실천들은 필연적으로 규범적인 

이유들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도덕 원칙들(공정성, 존중 혹은 해악방지)

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관행의 존재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관행은 다른 이들이 어떤 공동의 실천에 참여한다는 사실뿐만 아닐라 그렇

게 행할 그들의 동기 부여적 이유들에 대한 사실들이 그 실천에의 준수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해 존재한다.283)

   그리고 이런 설명은 경쟁 이론들에 비해 관행 개념 안에 있는 동기 

부여적 이유와 규범적 이유의 존재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며, 관행의 규범

성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고 그는 주장한다.284)

그것은 관행의 규범성에 관한 더 심층적인 설명 역시 제공한다. 이는 길버트

와 마머 같은 철학자들이 어떤 적절한 철학 이론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관행을 준수 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생각은 

282) 비도덕화된 설명의 표적 예로 루이스는 관행의 존재 조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다. “관행 존재를 위한 개념 정의적 조건들은 행위에 있어서의 정규성, 상호 기 의 체
계, 그리고 선호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Lewis, Convention, p. 153.

283) George Letsas, “The DNA of Conventions”, Law and Philosophy, 2014, pp. 
535-536.

284) Letsas, 위의 글, p.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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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관행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 관행을 준수할 이유가  된다. 관행에 관한 철학적 이론들은 이제껏 동기 

유발적 숙고들이 관행에서 하는 핵심적 역할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도덕적 동물(a moral animal)을 발굴했다. 이 글에서의 나의 주장은 그들[그 

이론들]은 그것[관행]의 DNA를 올바르게 획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285)

   ‘관행의 DNA’라는 표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렛사스의 관행 

이론은 일종의 본질주의나 실재론에 기반 하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전

형적인 관행 이론들과 상이한 철학적 기초를 갖는다. 렛사스에 따르면 

관행은 그 자체로 도덕 규범적인 이유이며 자기 완결적이다. 마치 도덕

적 동물에 생물학적 DNA가 있듯이, 관행이란 실체도 도덕 규범적인 성

분을 그 존재의 필수요소로 하는 존재자로 바라보는 듯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관행을 따를 추가적 이유나 외부의 도덕적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도덕적 속성

이 결여된 것이라면 이는 관행의 존재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따라

서 관행으로 자격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관행의 존재 조건에 대한 렛사스의 도덕화된 설명 혹은 길

버트 식의 강한 내재주의286)는 충분한 이론적 설명력을 갖는가? 나아가 

실천적으로 수용할 만한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말해, 그러한 조건을 관

행 존재를 판정하는 필수적인 적극적 구성요건으로 삼는 것이 ①현실에 

부합하는 적실한 설명을 제공하며, ②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강한’ 버전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 우려가 든다.

   첫째, 이 견해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설명

이 과연 ‘관행’ 이란 이름으로 사회적 삶 속에서 존재하며 작동하고 

있는 다종・다기한 관행들을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285) Letsas, 위의 글, pp. 569-570.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흘림 표시는 원문 따름.)
286) 이러한 설명법을 ‘내재주의’ 라고 칭한 것은 필자의 표현이다. 이는 ①존재하는 관행

은 그 자체로 규범성을 내포한다는 ‘약한 명제’와, ②존재하는 관행은 무조건적으로 그
것에 따를 복종 의무를 수반한다는 ‘강한 명제’ 양자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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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덕적 이유의 존재를 개념요소로 요구함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과

중한 도덕 규범성의 무게는 실천적 차원에서도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만약 그것이 어떤 극도의 부정의(不正義)한 정치・사회적 여건과 

결합할 경우 오히려 이론이 오・남용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이론적・실천적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도덕 규범적인 속

성은 관행의 성립과 존속을 보장하는 ‘필수적 구성 조건’이라기보다는 

‘강화 조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즉, 도덕

적 이유는 관행의 ‘존재 조건’이 아닌 ‘규범적으로 강고하고 강력한 

관행’을 만드는 메커니즘287)의 한 부분이다. 또한 존재하는 관행에는 

규범성의 정도 차이나 위계가 있다는 제안이 이 주장에 대한 논리적 전

제 역할을 한다. 이는 ‘관행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저 관행인 것’과 ‘강력한 (제도적인) 규범적 관행’의 규범적 위

계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존에 관행으로 

인식되어 온 어떤 규범적 질서가 이 조건을 극도로 위반할 경우에는 관

행의 효력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요컨대, 관행에 대한 도덕화된 설명은 관행의 성립과 존속의 차원에

서 보면 ‘강화 조건’으로, 폐지와 소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무효화 

조건’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관행의 존재에 관한 렛사스의 도덕화된 설명은 과도한 면이 있다.

4) 소결: 관행의 강화 조건

   관행의 존재 조건(‘성립・존재 조건’)과 그것의 사실성이나 규범성

을 강화시키는 조건(‘강화 조건’)은 구분될 수 있으며 그러해야 한다

287) 이런 발상은 존 썰의 통찰을 참고했다. 썰은 복잡하고 ‘강력한 사회적 실재를 건설하
는’ 방법을 논하면서 “이처럼 단순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즉 그 메커니즘의 연동 작
용 및 메커니즘을 여러 번 반복하며 하나를 다른 하나에 덧씌워서, 놀랍도록 풍부한 사
회적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존 설 (심철호 옮김), 정신・언어・사
회, 해냄, 2000, p. 174. 이 주제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은 Searle,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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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런 조건들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문제될 만

한 논점들을 검토했다. 이제 이 항의 결론을 ‘관행의 강화 조건’으로 

정리해보자. 존재하는 관행을 사실적이나 규범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강

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고는 네 가지를 제안한다. ①공통 지식과 

공식적 표명, ②시간적 지속과 반복, ③제도적 지지, ④도덕적 이유들. 

   첫째, 관행은 공통 지식과 표명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공통 지식 조건은 루이스 관행 개념을 이루는 필수요건 중 

하나지만,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길버트 이론에서도 유사

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관행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현

함”288) 이라는 길버트의 필수 조건이 그러하다. 마머는 이 요건을 거부

하며 오히려 ‘불투명성’이라는 인식적 제약조건을 말한다. 본고는 공

통 지식 조건은 관행이 되기 위한 개념 성립 조건보다는 강화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관행 당사자들의 인식적 상태

나 지성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다 넓게 이해된 공통 지식 조건은 

관행이 공식적으로 표명되거나 공포되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관행은 시간적 지속과 횟수의 누적・반복을 통한 강화된다. 이 

조건은 “관습 ≒ 관행 ＊ 습관(화)”289)라는 개념 도식 안에서도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즉, 관행이 성립되고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오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적 조건이 꼭 필요하지는 않

다. 시간적 지속과 반복성은 관행 성립의 충분조건일 수 있지만 필요조

건은 아니다. 만약 어떤 관행이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더욱 견고하게 

외형을 갖추고 공식화됨으로써 점차로 강력한 (제도적) 관행이 될 수 있

다. 예컨대 오랜 기간 반복적인 습관화의 과정을 거쳐 공동체 내에서 널

리 승인된 “관습적 관행”은 관습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288)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1.
289) 본고는 ‘관습’과 ‘관행’을 둘러싼 개념적 혼돈을 해결하기 위한 안으로 “관습=관행

＊습관(화)”라는 개념도식을 제안한다. 이에 관해서는 제5장 제1절 제3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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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관행은 공식적인 제도적 지지를 통해 강화된다. 사회적 관행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규범이다. 또한 관행은 사회적 규칙으로서 그 위반에 대해 심

리적 압박이나 사회적 비난이 가해질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제재 메커니

즘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행에도 제도적 권위가 

부착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제재가 수반될 수 있다. 그 경우 관행은 더

욱 강력한 실천력과 실효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 중 일부는 공권적 관행

의 위상을 얻기도 한다. 즉 ‘법적 관행’으로 승격될 수도 있다.

   넷째, 도덕적 이유의 결합을 통해 관행은 강화된다. 이는 두 가지 방

식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우선, 관행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도덕적

으로 바람직하거나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도덕적 관행’290)인 경우 그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적 관행은 인식적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것에 따를 적극적인 이유

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원으로, 관행의 내용과는 상관

없이 그 관행이 구성하는 사회적 실행에 따를 외부의 강력한 도덕적 이

유가 존재할 경우에도 관행을 준수할 책무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어떤 

가족 내부에 관행 A가 있다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딸은 A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 관행을 따라할 도덕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

하면 ‘가족’이라는 특별한 혈연 공동체를 화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가 관행 A를 따를 도덕적인 이유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다.291)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 외부에 존재하는 요인이다.

290) “도덕적 관행(moral convention)”이란 것이 개념적으로 가능한지에 한 질문이 가
능하다. 마머 역시 “도덕적 관행이란 아이디어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한다.   
Marmor, Social Conventions, p. 132.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덕적 관행’이란 그 관
행에 따를 도덕적 이유가 있는 관행, 혹은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도덕적 책무가 
있는 경우이다. 즉, 관행이 지시하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그것에 따를 이유의 
성격에 따라 ‘도덕적 관행’ 여부가 정해진다. 필자 역시 ‘이유에 기반한 접근’을 전제하
기에 마머의 이런 설명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설명 가능성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는
다. 사고를 한 단계 더 확장해보자. 현실적으로 그 관행을 따라야 할 ‘도덕적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 관행이 지시하는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덕적이거나 바람직할 
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①내용과 무관하게 준수할 도덕적 이유가 있는 경우와 ②
도덕적 내용으로 인해 준수할 도덕적 이유가 생기는 경우를 구분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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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 (‘대안 정식’)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을 제안한

다. 이 정식은 관행의 개념이자 동시에 관행의 성립 및 존재 조건이 된

다. 세부적으로 보면 앞 단락은 ‘필수적 구성조건’을, 마지막 단락은 

추가적인 ‘단서 조항’의 성격을 띤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루이스와 마

머의 설명을 참고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새로운 정식이다.

291) 다만 이러한 설명은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 관행이 합당한 것인
지에 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둘째, 자식으로서 가족 공동체에 갖는 이러한 도덕적 
책무로부터 그 관행에 따를 도덕적 이유가 도출되지만, 도덕적 이유의 존재가 그 관행
에 반드시 따라야 할 절 적인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필함 하지는 않는다. ‘가족에 한 
도덕적 책무’의 존재는 도덕적 이유를 형성하는 출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관
행 A에 복종할 도덕적 책무’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 다음의 조건들이 획득되면, 어떤 규칙 R은 사회적 관행이 된다. 

(1) R은 특정한 목표(point)나 가치(value)를 전제로 하는 협력적 실천으로

(2) 일정 규모의 인구집단 P의 구성원들에게는 상황 C 하에서 R을 준수

할 이유 혹은 이유들의 조합 A가 존재하지만, R에의 준수 이유나 결의가 

참여자들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공지될 필요는 없다.

(3) P의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 C에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 준

수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 R을 준수하기를 선호하리라 기대

하며, 일반적 준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R을 

준수한다. 

(4) 하나 이상의 잠재적인 규칙 R＊가 존재하며, 만약 상황 C에서 P의 구

성원들이 실제로 R＊를 준수한다면, 이 사실은 R 대신에 R＊를 준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상황 C에서 R과 R＊를 

동시에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pointless)하게 된다. 

(5) R은 그것의 생성/소멸에 있어 명시적 합의/약속 등의 시점적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정규성(regularity)의 경우에도 단선적인 시간 지속성

(continuity)은 요하지 않는다.

[표 5]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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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가 제안하는 ‘수정된 관행 정식’(이하 ‘대안 정식’으로 약칭

함.)을 이루는 각 조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규칙-규범 요소

(조건 0) 다음의 조건들이 획득되면, 어떤 규칙 R은 사회적 관행이 된다.

   관행은 특별한 종류의 사회적 규칙이며, 관행 준수는 ‘규칙 준수하

기’의 문제292)이다. 이 점이 관행의 규범성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다.293)

관행이 규칙의 일종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수많은 혼란을 야기해

왔다. 행위의 정규성,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정규성이든 여러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는 정규성이든 그것은 결코 규칙 따르기의 예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관행의 문제 역시 될 수 없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한

다는 것은 관행의 규범적 측면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으로부터만 발

생할 수 있다.294)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목록화된 규칙(listed rule)’이나 공식

화된 규칙이 아니다. 이는 불문 규칙, 비공식적인 규칙들을 포함하는 넓

은 의미의 사회적 규칙을 의미한다.295) 행위가 단순히 반복적으로 이뤄

져왔다는 사태를 나타내는 정규성이 아닌 규범적 규칙, 즉 규범296)으로

292) 마머는 규칙 준수하기라는 아이디어는 빈번함(frequency)에 한 요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규칙과 행위 정규성의 차이에 관한 마머의 자세한 설
명은, Andrei Marmor, Interpretation and Leg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 41-42.를 참고. 

293) 루이스가 관행의 규범성을 간과하게 된 근거도 이런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루이스
의 관행 정식에서는 관행은 행위의 정규성을 기본 단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294) Marmor, “On Convention”, p. 353.
295) ‘규칙관(conception of rules)’에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루이스는 형식주의적인 

규칙관(formalistic conception of rules)을 갖고 있으며(이러한 명명은 마머에 의한 
것이다. Marmor, 위의 글, 1996, p. 352.), 그 결과 관행을 규칙과 구분한다. “우리는 
그것들은 규칙이 아니며 단지 관행이라고 말함으로써 목록화된 규칙들로부터 그것들[관
행]의 차이를 강조해온 경향이 있다.” Lewis, Convention, pp. 104-105.

296) 규칙의 유형과 ‘규범’의 의미에 해서는 본고 제4장 제1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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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행이 갖는 징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그 규칙에 대한 위반이 

가능하다. 소극적 측면에서 보면, 위반 행위에 대한 행위자 스스로의 심

리적 반응이나 외부의 처우를 통해 그 규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 측면으로는 규칙이 갖는 행위 향도적 기능, 평가의 규준을 제공

한다는 점, 나아가 준수 의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2) 목표나 가치, 협력적 실천 (조건 1)

(조건 1) R은 특정한 목표나 가치를 전제로 하는 협력적 실천으로

   관행은 사회적 실천과 규범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협력적 실천이다. 

이는 각자의 사익 실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온한 공존을 위한 협력

적 속성을 갖는다. 협력이란 기본적으로 선(善)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

로서 공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서도 특별한 한 유형이다. 다만, 본 

정식에서 이 요소는 적극적으로 요구되기보다는 소극적으로만 기능한다.

   또한 관행은 공동의 사회적 삶 속에서 요구되는 필요(needs), 가치, 

목적, 근본 원리 등에 대한 모종의 규범적 응답으로서, 그러한 가치 실

현에 기여한다. 의미 있는 행위는 그것의 정규성이나 패턴 안에도 모종

의 가치나 원리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예컨대 한줄서기나 선착순은 평등

주의 이념을, 야구의 불문율은 스포츠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만약 

전제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관행이 아니

다. 가치나 목표는 꼭 도덕적일 필요는 없지만 합당하게 수용할 만한 것

이어야 한다. 요컨대, 관행이 전제하는 가치는 최소한 중립적이다.

   대안 정식에서 특정 가치에 봉사하고 평온한 공존을 위한 협력적 이

상을 전제한다는 이 요건은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째,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도덕한 목적을 위한 수단적 차원에서의 

조정 활동을 걸러내는 여과장치 역할을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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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완수를 위한 공모공동정범 간의 공동의 실천은 가치에 기반한 것

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조정 균형’일 

수는 있지만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97) 왜냐하면 적극적 차원에

서 논해지는 가치는 개념 정의상 부정적인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관행의 임의성은 종종 극단화 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질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조건 (1)은 현재의 관행이 애초에 그것이 기여

하고자 했던 가치에 여전히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타락을 규율하거

나 평가하는 내적 제어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298) 다만 이는 형식주의

적인 판정에 그칠 것이다.

   셋째, 가치나 목적, 취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변할 수 있기에 그것

의 실현에 봉사하는 규범적 응답으로서 관행의 내용 역시 고정되지 않는

다. 예컨대, 야구에서 불문율은 스포츠 정신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그런

데 ‘스포츠 정신’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과거에는 ‘공정한 경기 운영과 선수 보호’가 스포츠 정신

의 본령이었다면 현재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바뀌었

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만약 이런 주장이 참이라면, 기존의 일부 관행 

역시 그와 같은 해석 변화에 맞추어 재평가되고 수정될 수 있다. 즉, 현

재적 관점에서 외적 기준에 따라 나쁜 관행이라고 판정하기 전에, 관행 

개념론 안에서 그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다. (조건 1)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 장치이다. 이런 설명은 

앞서 제3장 제2절에서 논한 ‘동적 관행 이론’과도 연결된다.

297) ‘진성 관행’과 조될 수 있는 ‘비진성 관행’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  루이스는 
“어떤 조정균형이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정균형이긴 하지만 ‘관행 아
닌 것(nonconvention)’이다.”라는 설명이, 비진성관행의 특징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
다. Lewis, Convention, pp. 45-46. 하지만 필자는 루이스의 설명에 ‘목표나 가치’ 요
건을 추가함으로써 ‘진성 관행’을 이루는 필수 성분을 세 가지로 확 한다. 다만 그것이 
도덕적인 것일 필요는 없음에 유의하자.

298) 관행이 갖는 이런 특성에 근거하여 본고는 ‘나쁜 관행’의 평가 기준들 중 하나로 ‘합
목적성’, 즉 ‘해당 관행이 전제하고 있는 취지나 가치에 현저히 반하지 않을 것’을 제안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고 제4장 제2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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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수할 이유 있는 규칙, 불투명성 (조건 2)

(조건 2) P의 구성원들에게는 상황 C 하에서 R을 준수할 이유 혹은 이유들

의 조합 A가 존재하지만,(2-1) R에의 준수 이유나 결의가 참여자들에게 반드

시 명확하게 인식/공지될 필요는 없다.(2-2)

   관행은 그것에 준수할 이유가 있는 규칙이다. 조건 (2)의 전항 (2-1)

은 각자가 관행을 준수할 이유나 이유의 조합은 다를 수 있음을 함축한

다. 그리고 후항 (2-2)는 ‘불투명성(opaqueness)’을 의미한다. 각자는 

관행을 준수하는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

드시 공지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관행 참여에의 결의 역시 공통 지식이 

되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대안 정식’은 루이스299)나 길버트

의 이론과 차이가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준수하고 있는 것이 관행 

규칙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자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대한 잠재적 인식

은 있어야 한다. “관행을 준수하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잠재적 인식이 항상 있다. 하지만 그 규칙을 

위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규칙인지를 행위자가 반

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300)

4) 준수 의존성 (조건 3)

(조건 3) P의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 C에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 

준수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 R을 준수하기를 선호하리라 기대

하며, 일반적 준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R을 

준수한다.

299) 루이스는 ‘공통 지식(common knowledge)’을 관행 존재의 중요한 요건으로 포함시
킨다. 길버트는 관행을 형성하는 합동 결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음(readiness)을 표
현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요건으로 주장한다. 루이스 및 길버트의 관행 이론에 해
서는 본고 제2장 제1절(루이스)와 제2절(길버트)을 참고.

300) Marmor, Social Conventions,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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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3)은 ‘준수 의존성’을 의미한다. 준수 의존성이란 우리가 관

행을 준수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바람직하다는 등의 

실질적인 내적 장점 때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준수하며 그러한 전제 하에 서로가 준수하고자 기대한다는 사실에 있음

을 뜻한다. 요컨대, 관행에 따르는 이유는 ‘준수 의존적 이유’이다.

   그런데 대안 정식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된다. 즉, 협

력적 실천의 상황에서 일탈적인 독단적 행위는 애초에 그 관행이 응답하

려던 가치나 목표의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에도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 준

수를 조건으로 각자는 준수할 이유를 갖게 된다.301) 이런 특별한 설명은 

관행을 사적인 틀이 아닌 공적인 틀에서 재규정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대안 정식에서의 일반적 준수 요건은 두 가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준수 의존적 이유는 관행에 따를 완전한 이유는 아

니다. 이는 필수적이긴 하지만 부분적인 이유를 구성할 따름이다. 둘째, 

일반적 준수란 반드시 시간적 혹은 수적인 면에서의 양적 기준을 뜻하지 

않는다.302) 즉 ‘장기간’에 걸친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한 준수

를 요하지 않는다. 가령 ①설사 단기간일지라도303) ②그 공동체의 일선

에서 체계의 유지와 존속에 결정력 있는 권한을 갖고 제도적 헌신의 정

도가 큰 참여자들(first-line  practitioner)304)이 ③그 현저성(salience)305)에 

301) 이러한 논거를 타산적인 합리적 행위자의 합리적 추론 이라는 루이스적 틀을 빌어 재
해석 해본다면, 그러한 목표의 성취 안에서 자연스레 기 되는 개별 행위자의 이해관심 
역시 좌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2) 바로 이 점에서 마머의 이론과 차이가 생긴다. 마머는 ‘상당수의 사람들의 사실상의 
준수’를 요한다. 관행의 존재 조건에 관한 마머의 설명은 본고 제3장 제3절을 참고.

303) 시간적 기준과 관련해서 본다면 최근 국제법 영역에서 논의되는 ‘인스턴트 관습법’ 
역시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04) 표적으로 법체계의 구성원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마머는 “Divisions of Labor”
라는 표제 하에, 법체계를 이루는 구성원들 사이의 계층적 차이에 해 주장하였다. 
Marmor, Social Conventions, pp. 46-49. 관련된 논의로 본고 제3장 제2절 관행의 
복잡성을 참고.

305) ‘현저성’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주어진 것, 소여로서의 
현저성: 예컨  선례, ②실천적 추론의 과정 안에서 인식되고 조정되며 재구성되는 현
저성. 특히 두 번째 방식으로 인식되는 현저성에 한 인정과 재조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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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호 승인과 신뢰에 기초하여 형성한 균형점을 ④책임감 있게 준수

한다면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관들의 법적 

관행, 의료진들의 의료 관행 등 상당수의 전문가 관행이나 공직자 관행

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그러한 전문직 관행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의 참여자들에게 권위를 갖고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계층 간의 진정

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기초로 한 근본적인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5) 임의성 (조건 4)

(조건 4) 하나 이상의 잠재적인 규칙 R＊가 존재하며, 만약 상황 C에서 P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R＊를 준수한다면, 이 사실은 R 대신에 R＊를 준수할 충

분한 이유가 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상황 C에서 R과 R＊를 동시

에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조건 (4)는 ‘임의성(arbitrariness)’을 의미한다. 임의성이란 중대한 

비용이나 손실의 부담 없이 현재의 관행이 추구하려는 가치나 목표를 동

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대안 관행이 존재함을 뜻한다. 루이스의 표현을 

빌자면, “만약 대안 관행이 없다면 그것은 조정 균형이긴 하더라도 진

성의 관행은 아닌 것”이다.306)

   다만 본고의 대안 정식에서는 이 조건에 세 가지 설명이 추가된다. 

첫째, 관행 R에 대한 잠재적 대안이 되는 규칙 R＊가 ‘그렇게 행하지 

않음’이 될 수는 없다.307) R＊는 적극적인 행위의 방식, 즉 작위의 방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음’을 대안 관행으로 

인정한다면 임의성 요건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며 관행 개념의 외연이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기 때문이다.308)

306) 이런 식의 ‘임의성’ 해석과 관련하여 델 마는 새로운 주장을 한다. 그는 임의성이란 
상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누가 그것을 경험하는지에 의존하는 경험이

라고 반론한다. Del Mar, “Marmor’s Social Conventions: The Limits of Practical 
Reason”, p. 426.

307) 마머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Marmor, Social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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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임의성’은 제멋대로 변덕스럽게 들쑥날쑥하다는 어감을 갖

는 ‘자의성’과 다르다. 관행은 임의적이긴 하지만 나름의 규칙성과 내

적 논리를 갖고 있다. 또한 가능한 대안들 사이에 선호의 우위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선호의 무차별성’이나 ‘무관심’을 함축하지 않는

다.309)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연인 간 갈등게임에서도 확인했듯이, 각

자는 후보 관행들 중 어느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요컨대, 관행 참여자는 

각자의 사적인 선호나 기호가 있더라도 현저성이 승인된 실제 관행을 준

수함으로써 공동 목표나 가치가 실현되기를 더 바란다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임의성은‘도덕적 무차별성(morally indifference)’을 함축하지 

않는다. 루이스가 말한 ‘동등하게 좋은’이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그 의

미를 살펴보자. 루이스의 문장에서 ‘좋은(good)’이란 표현은 논리적인 

성격이 강하며, 합리성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도덕적 의미

에서 ‘좋음’이나 ‘선(善)’을 함축하지 않는다. 요컨대, 관행이 되기 

위한 필수 전제로 요구되는 대안 규칙은 도덕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일 필요는 없다. 해당 관행이 전제하는 가치, 목표, 혹은 필요를 구현

하고 응답하는 균형점이면 족하다. 또한 그 중 어느 하나가 어떤 이유에

서건 현저성을 승인받게 되면 실제(actual) 관행이 된다. 바로 이 점 때

문에 종종 ‘나쁜 관행’이 성립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하

지만 관행의 임의성이 극단화되거나 부정적으로 변질되어 나타나는 ‘나

쁜 관행’을 여과하고 제어할 이론적 장치나 규범적 원리를 관행 개념 

안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다.310) 물론 대안 정식의 조건 (1)을 통한 합목

308) 필자는 바로 이 점에 근거하여 ‘여성 할례 사례’의 관행성을 부정한다. 즉, 여성할례
는 자격을 갖춘 안 관행이 존재하지 않기에, 임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관행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고 제4장 제3절 사례에의 적용 풀이를 참고. 

309) ‘임의성’이 ‘선호의 무차별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예컨  한국
에서는 충돌방지를 위해 우측주행 관행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이유로 사람
들이 실제 좌측 주행을 한다면, 사람들은 우측주행 규칙을 따를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
다. 하지만 이 점이, 예컨  물리적으로 그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분의 수범자들이 우측주행을 더 선호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10) 물론 필자는 관행 정식의 제1조건인 “R은 특정한 목표나 가치를 전제로 하는 협력적 

실천”이 일응의 내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합목
적성’ 심사에 그치며, ‘나쁜 관행’을 전부 가려내고 평가할 만큼 충분한 역할을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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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심사가 일응의 내적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

히 ‘법적 관행’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관행 외부에 존재하는 가치 원

리나 기제에 의한 심사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6) 비공식성, 불연속성의 허용 (조건 5)

(조건 5) R은 그것의 생성/소멸에 있어 명시적 합의/약속 등의 시점적 절차

를 요하지 않으며,(5-1) 정규성의 경우에도 단선적인 시간 지속성은 요하지 

않는다.(5-2)

   대안 정식의 조건 (5)는 관행의 존재를 규정짓는 적극적 구성요건이

라기 보다는 개념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부연된 일종의 단서 조항이다.

   (5-1)은 관행이 자발적 질서임을 뜻한다. 본연적 의미에서의 관행은 

자생적인 묵시적인 규범적 질서로서 특정 시점에서의 명시적인 입법적 

활동이 없이도 자연스러운 발생과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설사 

관행 형성에 있어서 의도적 계기가 작동하였다고 해서 그 질서의 관행 

적격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루이스나 길버트311)도 부연하듯이, 약속

이나 공식적인 합의 역시 관행이 형성되는 기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특

정한 계기나 이슈 메이커의 유권적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이 관행

의 자격을 박탈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가령 ‘패션 유행’과 같은 

식의 유사 관행도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질서가 자율적 메커

니즘에 의해 존속되고 발전되어 나간다는 점이다.312)

   조건 (5-2)은 행위 정규성으로부터 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도 그 행위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외적 기준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311) 길버트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합의’를 관행적 규칙과 호환하여 사용하는 듯한 인상

을 준다. 심지어 랏시스는 길버트의 관행 이론을 ‘계약 이론’으로 분류한다.  J. S. 
Latsis, “Is there redemption for conventio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5, pp. 715-718.

312) 이 점에 관해서는 본고 제3장 제2절 ‘관행의 역동성’에서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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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드시 장기간 중간 단절 없이 지속되기를 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압축적인 일회-반복성이 허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관행과 관습 개념

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우리 최고법원의 일부 

판례에서 관습법의 객관적 성립요건을 설명하는 논리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313) 중요한 것은 ‘단절 없는 장기간의 행위 정규성’이 아니라 

‘현저성’이며, 인식적 차원에서의‘예측 가능성 보장’과 ‘사실적인 

기계적 안정’의 확보보다는 ‘상호 의존적 신뢰(mutual reliance)’의 

보호와 ‘합당한314) 안정성’이라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3. 대안 정식의 성격 및 함의

1) 첫 번째 문제의식에 대한 중간 답변

   서론에서 제기한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관행성을 보존하면서도 변

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관행 개념과 이론이 가능할까?” 다시 

말해, 관행이 갖는 안정성315)을 보존하면서도 변화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관행 개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자는 관행 이론 안에

서 평온한 공존과 협력에의 지향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제3장 제1절에서 ‘조정 해법 모델’을 기본으로 

삼아 관행 개념의 구조와 필수 요소들을 분석하고 관행 개념을 정련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관행에 대한 일부 정적

인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적인 관행 이론’ 모델을 구상했다. 

이를 기초로 과거로부터 거듭 반복되어온 전형적인 조정 문제뿐만 아니

313) 이 주제에 관해서는 본고 제5장 제1절 제3항에서 상세히 다루어진다.
314)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합당성(reasonableness)’은 ‘합리성(rationality)’과 ‘정당성

(legitimacy)’의 두 측면을 모두 갖춘 속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당한 안정성’이란 단
순히 인식적인 예측 가능성만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안정성이나 기계적 안정성이 아니
다. 이는 유용성의 측면에서의 ‘합리성’과 함께 ‘정당성’에 한 성찰이 결합된 것을 뜻
한다. 따라서 ‘합당한 안정성’은 관행의 보호 가치이자 이념이면서, 동시에 ‘평온한 공
존’과 ‘진정한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315) 게임 이론적 조정 관행의 본질적인 특성은 ①자기 강제성, ②안정성, 그리고 ③영속
성 이다. 이에 해서는 본고 제3장 제1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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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관행 개념을 모색해왔다. 이

런 연구의 중간성과가 위에서 제시한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대

안 정식’으로 약칭)이라고 볼 수 있다.

2) 대안 정식의 성격 및 의의

   이 정식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첫째, 대안 

정식은 관행 개념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필요충분조건도,316) 설명적 정

의317)도 아니다. 이는 필자의 특정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기존의 논의

를 수정하고 개선하여 마련한 하나의 이론(a theory)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 정식은 엄 히 말하자면 관행성(conventionality)의 요건이라

기보다는 사회적 관행의 존재 조건에 가깝다. ‘관행성’의 조건과 ‘관

행’개념의 정의는 꼭 같다고는 볼 수 없다. 관행성은 ‘관행적’이라고 

하는 어떤 특질을 추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전제하지 않는 관행, 예컨대 논리적 참에 관한 분석철학에서의 관행, 혹

은 기술적 관행(descriptive convention)이나 지시적 관행(demonstrative 

conventions)318)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속성을 가리킨다. 반면에 대안 정

식에서 말하는 사회적 관행은 ‘관행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

316) 예컨  루이스의 관행 정식은 (if and only if로 구성된) 논리적인 필요충분조건 형식
으로 되어 있으면서, 관행이 되는 조건으로 서술되어 있다. “어떤 정규성 R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오직 그 경우에만 관행이 된다.” 반면에, 콜먼은 양자를 구분하는 
인식을 보인다. 콜먼은 후기에 하트의 승인 규칙에 해 그것이 ‘관행적’이긴 하지만 
‘관행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딕슨 역시 승인 규칙이 관행규칙이라는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마머는 관행적 실천, 관행적 규칙, 관행, 관행성을 다소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구성적 관행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적 실행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지만, 관행개념일반론의 수준에서는 특별한 구분은 하고 있지 않다.

317) ‘설명적 정의(explanatory definition)’란 식견 있는 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모두 알
고 있는, 그 개념의 중요한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定義)의 요소들을 풀어서 해명하
는 개념정의 방식을 말한다. MacCormick, Institutions of Law, p. 1.

318) 표적으로 오스틴은 상응을 순전히 낱말들과 세계 간의 관행적[규약적] 관계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기술적 관행’은 낱말들을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상황들의 유형들과 
상호 관계시키는 것이다. ‘지시적 규약’은 낱말들을 실제 상황들, 특수한 경우들에 세계 
속에서 사실로 발견되는 상황들과 상호 관계시키는 관행을 말한다. A.C. 그렐링 (이윤
일 옮김), 철학적 논리학, 제3판, 선학사, 2004,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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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회적 실재로서의 자격을 규정하는 추가 조건들도 더해진 것이다.

   법이라는 개념이 합법성(legality)만으로 온전히 규정될 수 없고 다른 

실질적 혹은 절차적 요소에 의한 보충을 요하듯이, 관행 개념도 관행성

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대안 정식은 임의성과 

준수 의존성을 핵심으로 하는 관행성을 필수요건으로 삼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 사실성(facticity)과 실천(practice)의 요소가 추가된

다. 그 결과 이 정식은 엄 히 말하자면 ‘사회적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점만을 보다 강조하게 되면, 관행을 ‘실천

된 규범’ 혹은 ‘규범적 실천’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행 ≒ 사회적 실천 ＊ 규범 ≒ 규범적 실천/질서”라는 정식을 도출

할 수 있다.

3) “관행 ≒ 사회적 실천 ＊ 규범 ≒ 규범적 실천/질서”319)

   관행은 특별한 종류의 규범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을 존재 기반으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관행을 ‘실천된 규범(practiced 

norm)’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은 두 가지 대조적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이 선명히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규범적이지 않은 규칙도 있다. 예컨대, 자연 법칙들, 어떤 기술

적인 노하우 등이 비규범적 규칙의 예가 된다. 반면에 관행은 규범적인 

규칙, 즉 규범의 속성을 갖는다. 

   둘째, 상호작용이나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선험적 규범이나 책 속

319) ‘규범적 실천/질서’라는 이중 표기는 관행이 갖는 사실적 속성이 드러나는 두 방식을 
모두 나타내기 위한 자구책이다. 우선, 본고 제2장에서 살펴본 주요 사회적 관행 이론
들이 전제하듯, 부분의 사회적 관행은 주체의 행위의 정규성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실천됨(being practiced)’을 존재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관행을 ‘규범적 실천’으로 
규정하는 데는 특별함이 있다. 이와 달리 관행을 ‘(비공식적인) 규범적 질서’로 정의하
는 시도는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이는 규범적 실천을 통해 형성・유지되는 관
행이 갖는 외현의 존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행위로부터 직접적으
로 도출되지는 않지만, 어떤 사실적 사태가 지속됨으로써 형성된 관행적 질서 역시 또 
다른 유형의 관행으로 볼 수 있다.(“행위 연원적 관행”과 “사태 연원적 관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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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범도 있다. 하지만 관행의 존재는 실천됨을 반드시 요한다. 또한 

대표적인 관행 이론들도 실천의 측면을 강조한다. 물론 일부 사회적 규

칙이론이나 실천 이론(practice theory)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규칙 안

에는 그 자체로 실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320) 대표적으로 하

트의 규칙 이론은 ‘규칙에 대한 실천 이론’으로 명명되기도 한다.321) 

그러나 관행을 ‘규범’과 ‘실천’ 이라는 두 개의 더 기본적인 단위로 

분석해 냄으로써, 다른 종류의 사회 규범들로부터 관행의 특수성을 더 

잘 분별해낼 수 있게 된다. 요컨대, 관행은 ‘사회적 실천’과 규범적 

규칙, 즉 ‘규범’이 결합된 ‘규범적 실천’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

320) “사회적 실천이 규칙을 낳는다. 왜냐하면 그런 규칙들은 사회적 실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these rules are nothing but social practice)” Scott J. Shapiro, 
Leg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 95.

321) Shapiro, Legality, pp. 95-96. 샤피로는 하트의 규칙 이론을 “실천 이론(The 
Practice Theory)”이란 표제 하에 소개하면서, “사회적 규칙은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실행되는 덕분에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마머도 승인 규칙의 본성
에 관한 하트의 원래 정식을 “규칙에 한 실천 이론” 이라고 표현한다. Marmor, 
Social Convention,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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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행의 효력과 관행 평가

   제3장에서는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을 주로 논하였고, 최종적으로 

동적 관행 이론에 입각한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대안정식’)을 

도출했다. 그리고 제3장 결론부에서“관행 ≒ 사회적 실천 ＊ 규범 ≒ 

규범적 실천/질서”라는 정식으로 마무리했다. 제4장에서는 이 정식을 

이루는 한 부분인 규범 요소, 즉 ‘규범으로서의 관행’의 면에 논의를 

집중하고 심화시킨다. 본 장의 주제는 다음 질문들로 구체화될 수 있다.

① 관행은 규범의 일종인가? 

② 관행이 갖는 규범력은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③ 관행의 규범성의 원천은 무엇인가? 

④ ‘나쁜 관행’의 의미와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격을 갖춘 진성 관행은 특별한 종류의 규칙이며, 따라서 규범적 특

성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위 질문들을 중심으로 관행이 갖는 특별한 규

범성의 실체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나쁜 관행’ 이라는 일종

의 병리 현상을 소재로 삼아 현존하는 관행의 품질 평가라는 실천적 문

제로까지 논의를 확장한다. 평가란 본디 규범적 성찰의 한 부분이기에, 

이 역시 실천 철학의 차원에서 관행 규범성론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제1절 관행의 규범성

1. 규범으로서의 관행

   많은 논자들의 주요 논쟁점 중 하나는 관행이 그 자체로 내적인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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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를 갖는지 여부이다. 하지만 정작 관행의 규범성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뭉뚱그려 답을 구하곤 한다. 우리 법원 역시 관

습법 관련 판례에서, ‘사실로서의 관습’과 ‘법적 확신’을 독립된 이

원적 요건으로 분리한 후, 법적 확신이 부착되지 않은 관습 혹은 관행을 

규범력이 없는 단순한 사회적 실행이나 반복적 습관으로 파악322)하는 듯

하다. 반면 최근에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관행의 규범성에 대한 보다 진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나 철학적 설명은 부족하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이론적 차원에서의 정리가 요청된다. 본격적인 논

의에 앞서 우선 규범성 탐구를 위한 몇 가지 방법론적 전제들에 대한 검

토부터 시작해보자. 이를 기초로 심층적인 주제 연구로 나아갈 것이다.

1) 규범성 논의를 위한 예비적 탐구

(1) 규범성 탐구의 두 차원

   제3장에서 관행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통해 관행이 갖는 규범적 특성

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암시되었다. 그렇다면 제4장에서 또다시 규범성을 

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을 더 말하고자 하는가?

   규범성을 다루는 이론은 철학적으로는 크게 두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존재론적 규범성론’으로서 “규범성이 있다 혹은 없

다”는 명제와 관련된 분석적 탐구이다. 이는 개념론과도 관련된다. 둘

째는 일종의 ‘평가론적 규범성론’323)으로 규범적 힘을 가진 실재에 대

322) 이러한 단선적인 인식은 법체계에 따라 관습법을 ‘사실로서의 관행’과 ‘법적 확신’ 이
라는 독립된 두 요소의 결합으로 보는 인식 구조와, 관습을 ‘행위의 정규성’과 ‘행위자
의 확신’의 결합으로 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 양자 모두 이원적인 구조를 보
이는데, 이에 해 포스테마는 ‘(산술적) 추가(addiction)’가 아닌 ‘통합(integration)’의 

안적 접근을 주장한다. 필자 역시 이런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Postema, 
“Custom, Normative Practice, and the Law”.

323) ‘평가론적 규범성론’이라는 명명은 ‘속성(property)으로서 규범성’의 어떤 종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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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판단과 평가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후자는 실천적 문제와도 연

결되며, 실용적이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나쁜 것’으로 평가받은 규범

에 대한 처우와 해결책 모색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요컨대, 관행의 규범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제4장의 전반부는 주로 분석적 차원의 논

의로, 후반부는 평가적 차원의 논의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존재론적 규범성론>: 분류・분석적 차원: 규범성의 존부와 특성 해명

② <평가론적 규범성론>: 평가・정당화 차원: 규범성의 원천과 나쁜 관행의  

                                           효력과 처우 문제

(2) 규범 개념의 애매성과 규범관의 채택

   우리는 규범과 관련하여 수많은 표현들을 접하게 된다.324) ‘규범’ 

‘규범적’ ‘규범성’ ‘규범력’ ‘규범적 효과’ 등. 이런 개념적 혼

돈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학문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철학에

서조차 그 의미가 분명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종 다기한 여

러 규범적 현상들을 ‘규범성’ 이라는 용어로 종종 환치하지만 그러한 

표현 안에 담고 있는 실질적 의미에 대해 물으면 난처해한다. 리히트

(George Henrik von Wright)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규범’이라는 

어휘는 그 의미영역이 혼합적인 본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하고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듯 ‘규범’은 애매성과 모호

성을 겸비한 것이기에 규범이론325)은 필연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갖는다.

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규범성과 관련된 여러 방식의 이론들 중, 특히 ‘평가’나 ‘해
결’에 관한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담론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한 이름이다.

324) 규범의 개념, 유형, 기능과 정당화, 다양한 규범관 등을 잘 정리하고 있는 국내 문헌
으로, 심헌섭, “규범의 일반이론에 관한 연구”,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법문사, 2001.; 
규범의 유의어들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는 George Henrik von Wright, Norms and 
Action, London, pp. 1-16.을 참고.

325) 규범에 한 표적인 법철학 연구자로는 켈젠을 들 수 있다. 표적인 국내 번역서
로는 한스 켈젠 (김성룡 옮김), 규범의 일반이론, 아카넷, 2016.; 한스 켈젠 (심헌섭 옮
김), 켈젠 법 이론 선집, 법문사, 1990. 그리고 켈젠의 연구에 한 비판적 탐구를 중심
으로 규범과 규범성에 한 연구를 심화시킨 표적인 저서로는 Stanley L. Paulson, 
Normativity and norms : critical perspectives on Kelsenian themes, Clar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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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상의 규범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범관의 채택이 필요

하다. 규범 혹은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행위를 향도하고 평가와 비

판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규범을 이해함에 있어 ‘옳은 

것’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과 같은 두터운 도덕적 색채를 덧씌우기

도 한다. 그러나 개념 정의적 차원에서 규범개념은 특정 행위를 하게끔 

추동하는 행위향도 기능을 가진 규준으로 약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 규범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가치

판단과 비판적 평가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고는 ‘실증주의적 규범관’을 채택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을 전

제할 때에 분석적 차원에서 규범을 더 잘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326)

(3) 방법론적 전제들

   관행의 규범성 탐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론적 전제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규범성에 관한 물음327)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규범

(성) 개념은 외연이 매우 방대하기에 결국 물음하는 자의 인식관심과 실

Press, 1998.을 들 수 있다.; 법의 규범성에 관해 주제별로 잘 정리된 최신 문헌으로
는, Stefano Bertea, George Pavlakos (Ed.), New Essays on The Normativity of 
Law, Hart Publishing, 2011.; M. “Del Mar, ”Legal Norms and Normativity“,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27 No.2, 2007.; “법이 규범적이다.”는 진술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는 표적으로 G. J. Postema, “The Normativity of Law” 
in Issues in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ed. R. Gavison, Clarendon Press, 
1987.; 반면에 윤리학이나 여타 철학영역에서 규범성 일반을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는, 
Jonathan Dancy(Ed), Normativity, Blackwell, 2000.; M. Korsgaard, The Sources 
of Norm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Sthephen P. Turner, 
Explaining the Normative, Polity Press, 2010.

326) ‘실증주의적 규범관을 채택’ 한다는 것이 하나의 학파로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혹
은 법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를 가르는 이분법 안에서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 오스틴 식의 “법의 존재와 그 장단은 별개의 문
제이다.”와 법실증주의의 표 명제 중 하나인 “분류의 문제와 평가의 문제는 다르다.”
를 방법론적 기초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327) 코스가드(Christine M. Korsgaard)는 ‘규범성에 관한 물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우리가 도덕성의 철학적 토 를 물을 때는 단순히 도덕적 관행에 한 해명을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도덕성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를 묻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규범성에 관한 물음’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크리스틴 
M. 코스가드 (강현정・김양현 옮김), 규범성의 원천, 철학과 현실사, 2008,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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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지향에 따라 구체화되는 경로와 방향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스파크(Spakk)는 법의 규범성에 관한 설명을 “법이 규범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으로 이해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규범적 현상은 무엇이고, 어

떤 질문들로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328)

   둘째, ‘관점’과 ‘인칭’의 채택이 중요하다. 규범성의 물음을 다

루기 위해서는 외부 관찰자의 시선이 아닌 일인칭 참여자의 관점, 즉 관

행 당사자들의 내적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실천적 추론의 맥락에

서 관행의 규범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헌신 판단(committed 

judgement)을 내리는 참여자적 개념관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329) 왜냐

하면 관행이란 그것의 형성과 발전, 작동기제 상 철저히 초연한 판단

(detached judgement)330)을 행하는 관찰자 이론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지

점이 있기 때문이다.331) 요컨대, 우리는 관행 안에 포함된 내적 태도를 

이해함으로써 관행이 규범적 질서라는 점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관행의 규범성은 ‘이유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행위자의 실

천적 추론의 차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332) 이 주장은 다음의 세 가

328) 예컨  마머는 관행의 규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리된 질문을 제시한다. 
① 최초에 그 관행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② 이미 실천된 관행에 따를 이유는 무
엇인가? 그리고 관행의 규범성에 한 전통적 논의들은 이런 구별을 모호하게 한 경향
이 있다고 비판한다.  Marmor, “On Convention”, p. 349.

329) “conventions are for members authoritative because with these conventions 
their wills, thanks to a balance of advantage, concur, and on their wills the 
conventions are founded. For outsiders, conventions are a power which 
receives their acquiescence or which they obey by constraints.”  G. E. G. 
Catlin, A Study of Principles of Politics, p 165. (Green, The Authority of The 
State, p. 92. 에서 재인용함.) (밑줄과 강조표시는 필자에 의한 것임.)

330) 이 번역어는 권경휘 교수의 예를 따랐다. 권경휘, 법실증주의에 있어서 법의 규범성: 
켈젠, 하트, 라즈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세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331) 포스테마도 승인규칙의 규범성과 관련해 같은 지적을 한다. 즉 외부자의 관점에서 보
면 승인규칙은 단순히 사회적 사실의 복잡한 집합이지만 통일된 법체계 유지의 책임을 
갖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실은 규범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관행 안에 포함된 내적 태도를 이해함에 따라 사법 실천의 외부적으로 관찰 가
능한 사회적 사실로부터 규범적 숙고의 친숙한 유형으로의 교각이 수립되는 것이다. 또
한 바로 이런 점에서 승인규칙의 존재 및 확인 조건에 관한 하트의 설명은 옳다고 평가
된다고 설명한다.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496.

332) 라즈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규범적인 것(the normative)의 규범성은 이유와 관련된
다. 예컨 , 규칙의 규범성, 권위의 규범성, 도덕의 규범성 등은 규칙들이 특별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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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물음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① 관행은 행위 이유를 제공하는가? : <이유 제공 특성>333)

 ①* 관행은 행위 향도 기능을 하는가? : <행위 향도 특성>

② 관행은 준수 의무를 창출하는가? : <책무 산출적 특성>334)

   관행 규범성의 구조를 이루는 이 요소들은 단계적으로 상호 연관된 

상승구조를 이룬다. 이런 인식구조를 전제로 할 때 관행이 제공하는 이

유의 성격, 책무 산출력의 존부와 근거 등이 섬세하게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방법론적 전제를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논제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관행은 규범의 일종이다. 관행은 자연 세계의 물리적 패턴이

나 외부 자극에 대한 인과적 반응, 혹은 단순한 행위 반복을 통한 사실

적인 정규성과 다르다. 관행은 행위 이유를 제공하며, 행위를 향도하고 

통제・변경하려는 규범적 압력을 발휘하는 규칙, 즉 규범적 규칙에 해당

의 이유들이라는 사실에, 정당한 권위당국들에 의해 발해진 지령들은 이유라는 사실에, 
그리고 도덕적 고려사항들은 유효한 이유들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
적으로 규범성에 관한 설명은 무엇이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유들에 관해 관련된 혼
란들(related puzzles)에 한 설명이라고 한다. Joseph Raz, “Explaining 
Normativity: On Rationa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Reason”, in Normativity, 
Blackwell, 2000, pp. 34-35.

333) 콜먼은 규칙의 규범성의 두 측면을 ①행위의 이유가 되는 그것의 능력과 ②규칙이 지
배하는 종류의 실천은 사람들의 행위, 의도, 그리고 선호들이 다른 사람에 한 행위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로 정리한다.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2001, p. 92.

334) ‘규범성’을 ‘이유-제공 특성’ 혹은 ‘행위-향도 기능’과 ‘책무 산출 특성’의 두 측면으
로 세분하는 시도는 최근에 몇몇 법철학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예컨  포스테마가 그러
하며,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524. 피니스 역시 
그의 저서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제9장 관습법과 관련한 논의의 장에서 
“행위를 향도하며 어떤 행위들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requirement-imposing) 법규범으로서의 힘”이라는 표현을 통해 유사한 이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chap. 9, 
p.  피니스는 ‘향도적 의무’와 ‘향도적 권위’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와
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빚는다. 첫째, A와 C를 연결하는 중간단계로서 ‘행위-
향도적 특성(B)’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규범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행위-
향도적 기능’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국내(외) 학자들이 적지 않다. 표적으로는 심헌섭 
교수를 들 수 있겠다. 둘째, 각 단계는 평면적이고 등한 구조에 있지 않으며, 상호 견
련된 상승구조를 형성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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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35) 둘째, 관행의 규범성은 여타의 사회규범이나 도덕규범, 법규범

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성들을 갖는다.

2) 관행과 규범: 회의론과 일체론

   “관행은 규범의 일종인가?” 혹은 “규범은 관행에 불과한가?”336) 

규범과 관행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논의 지평이 존재한다. 혹자

는 ‘규범으로서의 관행’과 ‘관행으로서의 규범’이란 명제를 중심으

로 그 상관관계를 논하기도 한다.337) 본고는 논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자에 집중한다. 우선 ‘규범으로서의 관행’이란 명제를 둘러싼 논쟁

과 그 극단으로서 ‘회의론’과 ‘일체론’ 이라는 구도 하에 살펴보자.

   ‘회의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학자로는 루이스가 있다. 루이스는 

관행 그 자체는 규범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는 자신의 관

행 분석은 규범적 함축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시인한다.

335) 규칙(rule)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사실 기술적 규칙 [서술적 규칙]
(記述的 規則, descriptive rule)

경험적인 합법칙성이나 일반화를 기술. 인간의 
행태와 무관한 규칙.: (1-a): 자연과학적 법칙, 
(1-b): 논리학의 규칙, 수학적 법칙, 자연과학상
의 측정규칙 등

기술적 규칙
(技術的 規則, technological rule)

일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 방법의 프로그램. 
행위 프로그램에 한 정보. 목표달성이나 프로
그램에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서 규범적 압력이 결여된 규칙. 일종의 ‘노하우’

규범적 규칙
(規範的 規則, normative rule)

인간의 행위를 향도・통제・변경하려는 규범적 
압력을 발휘하는 규칙.  ex)　도덕, 법(률), 관습, 
각종 게임규칙, 언어규칙(문법) 등

 심헌섭, “규범의 일반이론에 관한 연구”, pp. 60-62.; Ota Weinberger, “The Role of 
Rules”, Ratio Juris, Vol. 1, No. 3, 1988, pp. 224-240.

336) Luca Tummolini, “Convention: An Interdisciplinary Study”, Topoi, 2008, p. 2.
337) Nicholas Southwood and Lina Eriksson, “Norms and Conventions”, 

Philosophical Explorations, Vol. 14, No.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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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관행에 대해 제시했던 정의는 규범적 용어들

(“ought”“should”“good”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 따라서 “관행” 

그 자체는 나의 분석에서는 규범적 용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

은 규범의 한 종류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 그것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우리

가 믿는 정규성.338)

   관행의 규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실정법학이나 법사회학, 그리

고 일부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즉 관행을 규범력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한 사회적 사실 혹은 적나라한 사실(brute fact)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예컨대, 노동관행 관련 판례에 대해 한 학설은 “판례에 의하면 노동관

행은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동

관행 자체가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339)고 서술

한다. 또한 관습법과 관련한 일부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입장은 확인된

다. 그리고 법사회학 분야에서도 관행을 규범적 성격을 지닌 규칙으로 

파악하지 않는 입장이 많다.340)

   반면에 관행은 정의(定義) 상 규범성을 필함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관행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그것에 복종할 강력한 규범력을 수반한다는 의

미에서 이를 ‘일체론’이라고 불러보자. 대표적으로 제2장에서 살펴본 

길버트의 이론을 들 수 있다. 필자는 ‘회의론’과 ‘일체론’ 양 극단

의 중도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관행은 규범인가?

   일반적으로 ‘규범’이란 집단에 의해 수용되거나 기대되는 사회적 

338) Lewis, Convention, p. 97. 
339) 김형배, 노동법, p. 101. 그런데 이 학설에서 노동 관행의 본질로 설명하는 “규범의

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규범적 사실’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해석에 따르면 인용문에서 연이어지는 “노동관행 자체가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인과적 결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40) 예컨  김도현 교수는 베버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규칙으로서의 법은 단순한 관행
(usage)이나 관습(custom)이 아니다. 관행은 현실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일어난
다는 의미이다. 예컨  “그는 규칙적으로 6시에 일어난다”고 할 때의 ‘규칙적’은 사실 
상태의 단순한 누적이지 규범적 성격ㅇ틀 지닌 규칙이 아니다. 관습은 관행이 오랜 기
간 계속된 것이다. 관행과 관습의 차이는 존속 기간의 상 성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김도현, 법이란 무엇인가, 동국 학교출판부, 2007,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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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규준이나 패턴을 말한다.341) 즉 규범은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또는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우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기

도 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당위적으로’ 규정하는 규칙들이다. 규범력

이란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342)이

다. 그렇게 본다면 관행은 규범이며, 묵시적인 사회적 규칙이다.

3) 비공식적인 규범적 질서로서의 관행

   우선 ‘규범으로서 관행’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관행은 특

별한 종류의 묵시적인 규범 질서(implicit normative order)이다. 이 주제

에 관한 맥코믹(Neil MacCormick)의 논의를 참고하자. 그는 법을 “제도

적인 규범적 질서(institutional normative order)”로 정의하는데 그것의 

비공식화된 형태로 관행을 설명한다. 맥코믹은 줄서기를 예로 든다.

 묵시적 규범들과 외부적 규제의 부재에 우선성을 둔..줄서기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을 가지며..(...) 묵시적 규범들을 

통해 정연되고, 권위적 감독・지시・또는 강제 조치들 없이 지지되는 규범적

인 사회적 실천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름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러한 실천들

을 ‘비공식적인 규범적 실천들’ 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비

공식적’과 동일한 의미에서, 종종 규범적 질서가 ‘비공식적인 규범적 질

서’이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그러하다고 설명한 이전의 언급들을 정교화 한

다. ‘관행’의 관념은 바로 이 맥락에서 설명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관행

은 비공식적인 규범적 질서의 묵시적 규범들이다.343)

   맥코믹은 규범적 질서의 원초적 양식으로 묵시적 규범이나 규준들에 

기초한 비공식적인 규범적 관행을 설명한다. 그가 제시한 규범적 질서이

341) “Norm”, in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42) Jules L. Coleman, “Authority and Reasons”, The Autonomy of Law, Oxford, 

1996, p. 297. 
343) MacCormick, “Norm,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Facts”, p. 309. (밑줄은 필

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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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344) 묵시적 규범이 작동

하는 규범적 질서로서 관행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 규범적 질서의 존재는 “묵시적 규범”들의 작동을 요건으로 

한다. 예컨대 사람들은 어떻게 줄서는지를 알고 새치기룰 분별할 수 있

으며, 그런 경우들에 저항할 수 있다.345)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상 감독, 

지시 또는 강제의 요소 없이 묵시적 규범들이 폭넓게 준수되고 존중된다

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규범적 질서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

이에서 공유된 규범적 견해의 압력에 의해 성립된다.346)

   둘째, 규범적 질서는 ‘행할 옳은 것’에 대한 상호의식 있는 참여자

들의 ‘공통된 이해’와 ‘상호 믿음’347)에 의존하여 형성・유지된다. 

관행은 외부적으로 강제되는 물리적 위협을 통해 유지되지 않으며, 참여

자들의 내적 수용을 토대로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런데 관행이 제도화되

어 명시적 규칙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규칙들의 체계가 의존하고 있

는 정당한 권위에 기해서 그 질서의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규범적 질서는 모든 이가 언제나 인용 가능한 명확히 공식화된 

하나의 규칙을 요하지 않는다. 규범적 질서는 기본적으로 행위 향도적인 

규범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되는 ‘행할 옳은 것’

에 대한 공통된 의미는 참여자들이 그 상황을 ‘독해(read)’하는 해석

적인 활동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것의 의미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어렵

고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관행은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관행의 실

행에 있어서도 완벽한 정확성과 획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도 관행은 해석적 측면을 갖는다348)고 볼 수 있다.

344) MacCormick, 위의 글, pp. 307-309.을 참고. 하지만 본문에서 관행의 정의적 특징
으로 필자가 제시한 설명은 맥코믹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지만 상당부분 수정하
고,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였기에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현경, 
닐 맥코믹의 제도적 법이론에 관한 연구: 법개념론을 중심으로, 제4장 제3절의 일부 내
용을 수정 변경하였다.

345) MacCormick, Institutions of Law, p. 15.
346) MacCormick, “Norm,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Facts”, p. 309.
347) Lagerspetz, The Opposite Mirrors, pp. 30-50.
348) 관행이 갖는 해석적 측면은 여러 지평에서 논해질 수 있다. 그 중 마머는 그 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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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규범적 질서는 그 기저에 어떤 가치나 원리, 이상이 전제되어 

있다. 관행은 언제나 맥락과 취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있다. 예컨

대, 야구의 불문율은 공정한 게임 운영과 스포츠 정신을, 우측 주행은 

안전 보장과 목적지 정시 도착을, 그리고 선착순 관행은 평등주의와 민

주주의 가치에 기초를 둔다. 또한 참여자들 간에 근본이념에 대한 상당

히 깊은 일치가 있어야 그 질서는 실효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다섯째, 규범적 질서는 이상적 질서이면서도 실천적이다. 규범적 질

서는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 대한 지향적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점, 단순

히 중립적인 이념이 아니라 선호되거나 선택된 이념이라는 점에서 ‘이

상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로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규

범적 질서는 실천(praxis), 즉 우리가 행하는 바를 인도하며, 동시에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특징을 갖는다. 요컨대, 규범적 질서는 현

재의 여건에서 구성된 세계가 실현 가능한 상태로 그려진 질서이다. 이

런 이유로 어떠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는 일종의 무규범 

상태보다는, 규범이 실현되는 규범적 질서의 세계가 더 낫고 만족스러운 

세계가 된다. 또한 실제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

하다. 그 과정 속에서 각자는 ‘이야기 속 이야기 꾼’으로 규범적 질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49) 이 점은 규범-사용자이자 관행 질서

에의 1인칭 참여자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존재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긍정을 전제하며, 그 근원에는 세계를 

구성하고 형성해나가는 도덕적 행위자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한다.

   맥코믹은 “묵시적 규범들 혹은 규준들의 이성적으로 충실한 준수에 

의존하고 있는 질서가 바로 ‘규범적 질서’이다.”350)라고 설명한다. 본

성적) 관행이 갖는 역동성을 해석적 측면과 연결시킨다. “구성적 관행은 지속적인 해석
과 재해석 과정의 제약을 받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외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관행적 실행 그 자체에 의해 구성되는 동일한 가치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Marmor, Positive Law and Objective Values, p. 16.  반면에 드워킨은 관행의 내
용에 관한 의견 불일치를 관행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드워킨 (장영민 옮
김), 법의 제국, 제3장.  (이에 관해서는 본고 제3장 제2절을 참고.)

349) MacCormick (김정오 옮김), “제도적 규범적 질서로서의 법의 개념”, p. 236.
350) MacCormick, “Institutions and Laws again”, p.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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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관행을 사회적 실천과 규범이 결합된 (비공식적인) 규범적 질서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규범적 질서에 대한 이런 설명을 통해 우리는 사회

적 관행의 규범적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2. 관행 규범력의 특수성

1) 관행 규범력의 양상과 이론적 쟁점

(1) 관행 규범력의 양상: 설명사례 

   사회적 관행이 갖는 독특한 규범성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우

리는 먼저 그 실제 양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보다 친근하

게 접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 사례를 살펴보자.351)

∎<에스컬레이터 한줄서기 관행>: 에스컬레이터에 진입한 행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에 일렬로 서있는 질서를 인지함으로써 본인도 오른쪽에 서

게 된다. 그리고 설사 내가 왼쪽에 서있더라도, 만약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왼쪽으로 걸어 올라오면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면서 오른쪽으로 비켜선다. 반대로 왼쪽으로 걸어 올라오던 사람 역시 

만약 누군가 왼쪽 줄 앞에 서있으면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양 오른쪽으로 비

켜서주기를 당당히 요청하곤 한다. 에스컬레이터 한줄서기 관행은 규범인가?

∎<한줄서기-두줄서기 변경 사례>352): 한 사회에서‘에스컬레이터 한줄서

기’가 정착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하중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서 기계에 무리를 주어 여러 안전사고들이 발생했다. 결국 과학적 시험과 평

가 결과 ‘안전성’을 이유로 국가는 한줄서기를 폐지하고 ‘두줄서기’를 

351) 이 사례들에 한 상세한 풀이는 본고 제4장 제3절을 참고.
352) 이 사례에서 논점 중 하나로 설정된 ‘안전성’에 관한 사실적 요소는 부정확한 면이 

있다. 실제 몇 년 전 한국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을 위 사례
에서와 같이 한 줄서기로 인한 하중 문제로 추측하고 검사를 한 결과, 문제의 원인은 
다른 기계적 요인에 있음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기서는 관행의 다양한 특성을 설명하
기 위한 특별한 목적 하에 고안한 ‘가상사례’이기에 이 점에 해서는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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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이후 에스컬레이터에는 “두 줄로 서서타기 미안해하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까지 붙어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오른쪽에 일렬로 서있다. 그

리고 ‘두줄서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한 심리적 부담

을 느끼고 비켜서기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위에 제시한 ‘에스컬레이터 한줄서기’는 규범적 속성을 가지는가? 

그렇다. 본문에 묘사된 바와 같이, 오른쪽 한줄서기 관행의 존재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행위향도 기능을 하며,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모종의 제재를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에스컬레

이터 한줄서기-두줄서기 변경’ 사례를 통해 관행 규범이 산출하는 독특

한 책무감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도덕규범, 종교규범, 혹은 

법규범을 대조군으로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다. 위 사례에서 등장하는 규

범들이 만약 도덕이나 법이라면 과연 여기서 묘사된 상황들이 발생할 것

인가? 또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까? 설사 가능은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법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

정 전의 법규칙을 근거로 그것에 따를 것을 정당하게 주장하지도, 부준

수(不遵守)에 대해 스스로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타인을 책망하지

도 않을 것이다.353)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프로 야구 경기에는 몇 가지 불문율이 있다. 

‘야구 불문율’354)은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수들이 암묵적으로 

353) 논자에 따라서는 이런 특징이 관습이나 전통 같은 사회규범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관습이나 전통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강한 자발성의 특
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관습이나 전통은 오히려 집단 안에서의 비난과 사회적 제재 같
은 외부 요소에 의해 책무감이 형성되거나 부분적으로 강요되는 경향이 더욱 짙다. 하
지만 이 점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본고의 이런 견해와는 반 로 제
재를 규칙으로서의 법의 고유한 특징으로 설명하면서, 관습 등의 규범적 성격을 부인하
는 설명도 있다. 한 예로 김도현, 법이란 무엇인가, pp. 125-126. “아무리 오랫동안 사
실 상태가 계속되어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이것은 
법이라 부를 수 없다. 관행 또는 단순한 관습과 법을 구분하는 지표는 제재이다.” 이 
책에서 김도현 교수는 ‘usage’를 ‘관행’으로, ‘convention’을 ‘인습’으로 옮겼다. 그리
고 베버의 이론을 기초로 ‘usage’-‘convention’-‘custom’-‘law’의 관계를 설명한다.

354) 미국 야구전문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가 발표한 '선수가 지켜야할 야구 에티켓 10계명'
(1) 상 팀에게 모욕적인 행동은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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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우선 대부분의 경기 규칙은 ‘임의적’이

며 ‘준수 의존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

식’을 충족하기에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야구 불문율은 공식적인 경

기 규칙은 아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목록화 할 수 있을 만큼 경기자에

게는 명확히 인식되고, 또 공식적인 규칙 못지않게 경기자들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예컨대, 불문율을 어긴 선수에게는 혹독한 비난과 

함께 강력한 내부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불문

율이 그것이 추구하는 스포츠 정신의 근본이념에 오히려 반한다는 비판, 

미국 프로 경기에서 형성된 불문율이 한국 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

판 등이 제기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는 관행이 갖

는 규범성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실증 사례가 될 수 있다.

(2) 관행 규범력의 이론적 쟁점 

   관행의 특수한 규범성은 도덕의 규범성이나 도구적 합리성의 규범성

과도 다르다. 예컨대 우리는 에티켓이나 패션 관행 위반자에 대해 부도

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355) 그렇다면 도덕이나 도구적 합리성 등으로부

터 도출되지 않는 이 미스터리한 규범성의 본질과 원천은 무엇일까? 이

는 관행 그 자체로부터 내적으로 연유된 것인가 아니면 외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발휘되는 수반 효과인가? 관행이 갖는 특별한 규범적 측면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하

출처: 기사 “프로야구 불문율 논란의 앞과 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8414)

(2) 점수 차가 많이 났을 때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도루나 번트를 삼가라.
(3) 홈런 친 뒤 과하게 기쁨을 표현하거나, 베이스를 천천히 돌지 마라.
(4) 타석에서 포수의 사인을 훔쳐보지 마라.
(5) 삼진을 잡은 투수는 과한 제스쳐나 기쁨의 표현은 삼가라.
(6) 상  투수가 노히트 노런과 같은 기록 도전 시에는 기습번트를 지 마라.
(7) 도루시 슬라이딩 하며 스파이크를 높이 쳐들지 마라.
(8) 타자의 머리 뒤로 공을 던지지 마라.
(9) 타자에게 홈런을 맞았다고 다음 타자를 일부러 맞히지 마라.
(10) 상 팀 슈퍼스타를 보호하라.

355) Rescorla, “Convention”,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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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자.

① 관행의 임의성은 규범성을 위협하는가? : <임의성과 규범성의 긴장관계>

② 관행이 제공하는 행위 이유나 준수 의무는 독립적인가?; 추가적인 도덕적 

실질 이론의 보충을 요하지 않는가? : <독립성>

③ 어떤 종류의 책무인가?; 도덕적인 책무인가? : <책무의 도덕성>

④ 누구를 향한 책무인가? : <책무의 방향>

2) 임의성과 규범성의 긴장관계

   관행의 규범성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론적 쟁점은 

‘관행의 규범성과 임의성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관행의 규범성을 문제적으로 만드는가?”, “관행의 임의적 본

성은 규범성을 위협하지 않는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행성을 이루는 핵심은 ‘임의성’과 ‘(일

반적) 준수 의존성’인데, 바로 이 점이 관행의 규범성을 특이하면서도 

문제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보통은 ‘규범적’이라고 말하는 

바탕에는 그 내용이 옳거나 정의롭고, 절대적 준수를 요하는 어떤 것이

라는 직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no “unique right 

way”’356)라는 퍼트남의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특별히 옳은 방법이 

없는 관행은 규범적일 수 없다는 의심을 받는다. 마머는 이를 “규범성

과 임의성의 외견상 역설적인 조합”357)으로 부른다. 결국 관행성과 규

범성 간의 모종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내는지에 따라 ‘규

범으로서의 관행’ 명제의 진위나 그에 대한 입장이 판명될 수 있다.

   본고의 관행 정식에 따르면 임의성은 ①인식 가능한 대안이 존재함과 

②관행에 따를 이유의 본질이 준수 의존적 이유임을 뜻한다. 또한 관행

356) Hillary Putnam, “Convention Ⅰ”, p. 8.
357) Marmor, “On Convention”, p.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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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의적 특성은 그것의 효력이 실효성(efficacy)에 조건적임을 수반한

다.358) 즉 관행은 상당수 사람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준수될 때 비로소 

효력을 얻게 된다. 요컨대 관행의 규범성을 문제적으로 만드는 특징들은 

①관행의 임의성과 ②관행의 효력이 실효성에 의존한다는 점이다.359)

   관행 규범성의 수수께끼 혹은 퍼즐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특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회의적인 반론을 이끌었다. 대표적으로 그린은 관행의 임

의성과 조건적 책무를 근거로 관행의 규범력을 부인한다. 그는 ‘책무’

를 배제적인 행위 이유를 제공하면서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이

해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나 

역시도 그 관행을 준수한다는 관행의 ‘준수 의존적 이유’나 ‘조건적 

책무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360)

   하지만 준수 의무를 반드시 비-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예컨대 축구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선, 축구경기를 이루는 규칙들은 각각이 대안규칙을 갖는다는 점에서 

임의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축구 선수의 경우 당해 경기에 참여한다

는 조건 하에 그 게임을 이루는 여러 규칙들을 따라야 할 이유가 제공되

고 책무가 생긴다. 만약 어떤 축구선수 A가 경기장에 함께 있다고 하더

라도 그 게임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무로 잠시 방

문한 것이라면, 축구를 구성하는 규칙들은 A에게 행위 이유를 제공하거

나 그의 행위를 규율하지 않는다. 그리고 A는 그 경기 규칙을 따를 필요

가 없다. 반대로 만약 A가 ‘그 게임에 참여하기로 하는 한’, 선수 A는 

그 게임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관행 규칙은 이렇듯 임의적이고 조건적

이며 내적인 특성을 갖기도 하지만, 이런 점이 관행규칙이 갖는 규범적

358) Marmor, 위의 글, p. 356. 357. “만약 그것을 준수할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규칙의 
실효성에 독립적이라면(independent) 그 규칙은 관행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도덕규
칙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359) Marmor, 위의 글, p. 349.
360) Green, The Authority of The State.; Green, “Law, Co-ordination and the 

Common Good”.; Green, “Positivism and Conven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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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힘 자체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특히 참여자적 관점에서 보면, 관행에

의 당사자에게는 관행이 상당한 책무감과 강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그러

한 구속력의 실체는 충분히 규범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관행의 규범적 위계와 규범력의 정도

   관행의 규범력에는 정도 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규범으로서의 관행에

도 일종의 ‘위계화 된 규범적 관행’의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361) 관행

의 이런 특징은 외부 관찰자가 아닌 내부 참여자의 관점에서만 온전히 

포착될 수 있으며, 그의 실천적 추론의 차원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

다. 우선은 관행 그 자체에 규범적 위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말레이(William Maley)는 종래에 ‘관행’이란 용어가 사용되어온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단순한 실행(mere practices)을 묘사하는 것

② 규범적 규칙(normative rule)을 묘사하는 것:

 - 규범적 규칙의 발생 연원: (i)합의  (ii)실행과 규범성 

                           (iii)실행, 규범성, 그리고 규칙의 이유362)

혹자는 그 용어[관행]의 구체적인 적용을 비판하기 위해서 “관행”의 “본

질(essence)”에 호소할 수 있지만, 그 용어가 적용되어온 현상의 두 가지 주

요한 종류를 언급할 수도 있다. 즉 단순한 실행, 그리고 상이한 기원의 양식

(modes of origin)에 따른 규범적 규칙이 그것이다. 관행에 관한 이론은 관행

이 비-법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며, 그렇게 규정된 관행의 법적 위상에 

관한 논쟁을 불가능하게 한다.363)

361) 다만 본고의 이런 주장이 도덕 실재론(moral realism)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핵
심은 관행의 존재와 그 규범성은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의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필자는 존재론적 차원의 당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제4장 제
1절에서 관행에 관한 규범성 탐구를 위한 방법론적 전제로서 ‘이유에 기반한 접근’을 
특별히 강조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362) William Maley, “Laws and Conventions Revisited”, Modern Law Review, Vol. 
48, Issue 2,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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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는 관행과 법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관행의 법적 지위를 부정

한다. 관행의 법적 위상에 대한 말레이의 입장에 찬동하는지 여부는 차

치하고라도, 그가 말하는 관행이란 용어의 용례는 숙고해볼 필요가 있

다. 만약 이런 설명이 단순히 ‘말의 사용’, 즉 화용론적 차원의 문제

를 넘어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관행 그 자체

의 존재론적 차원에서도 규범적 위계를 논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인용문

에서도 드러나듯이, 어떤 관행은 ‘그저 실행일 따름’이며 어떤 관행은 

여러 기원을 가진 ‘규범적 규칙’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관행은 본질상 모종의 불확정성364)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자 

자체의 차원에서 관행의 차등적인 규범적 위계를 논하기는 부담이 크다. 

예컨대 이 문제는 “이 돌이 저 돌보다 더 무겁다.”는 진술과 같이 과

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기술명제가 아니다. 그리고 법에서 명문 조항을 

통해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분하듯, 제도적 배경이나 체제의 지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존재론적 

차원에서 관행의 규범적 위계를 해명하기에는 그 이상으로 더 복잡한 철

학적 문제가 결부된다. 그렇다면 경험적인 사회학적 설명의 수준에서 만

족하는 것이 최소한 안전할 것 같다. 대신 관행요건을 충족한 진성 관행

의 경우에도 ‘그저 관행인 것(mere convention)’과 ‘강력한 규범적 

관행’365)의 구별을 논증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전제 하에 본고는 일인칭 참여자의 실천적 추론의 차원에서 관행이 

발휘하는 규범적 힘이나 실천력(practical force)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논하였듯이, 규범성은 ‘이유 제공적 특성’과 ‘책무 산출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규범성을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 차원

363) Maley, 위의 글, pp. 137-138.
364) 관행을 둘러싼 불확정성은 존재론적 차원과 인식론적 차원 모두에 존재한다. ‘존재론

적 불확정성’과 ‘인식론적 불확정성’에 관해서는 김혁기, 법의 불확정성 연구, 서울 학
교 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9.를 참고. 

365) ‘강력한 규범적 관행’은 필자가 제시한 관행의 강화 조건을 충족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관행의 강화 조건’에 해서는 본고 제3장 제3절 제1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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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규정한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본고는 다음의 두 가지를 논증하

고자 한다. 첫째, ‘이유 제공적 규범성’과 ‘책무 산출적 규범성’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기보다 강도(strength)에 있어서 차등적이다. 

즉 책무 산출적 규범력은 이유 제공적 규범력에 비해 더 강력하다. 그리

고 책무 산출적 규범력을 가진 규범은 강제규범의 위상을 획득한다. 둘

째, 관행 정식을 충족한 관행에 있어서 ‘이유 제공적 규범성’은 그 자

체로 인정되지만 ‘책무 산출적 규범성’은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심

지어 가장 공식화된 제도적 관행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법에 대한 복종의

무366)가 부인되기도 한다. 요컨대, 관행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관행에 

따라야 할 행위 이유를 갖게 되지만, 그것에 복종할 책무가 있는지는 부

분적으로 결정될 따름이다. 관행을 둘러싼 모종의 규범적 토양, 외부의 

사회・도덕적 고려사항이나 행위자의 역할 규범, 기타 규범적 원리 등의 

추가 요소들이 결합됨에 따라 관행적 책무의 존부가 결정된다. 결국 관

행의 책무 산출적 규범성은 가치관계적 함수로 확장될 수 있다.

   반면에 마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행 그 자체는 결코 행위 이

유들의 완벽한 집합을 이룰 수 없다. 왜 우리가 주어진 관행을 따라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관행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지만 그것의 

존재의 본령(it’s very point of existence)을 전제하는 주된 가치들과 이

유들의 집합에 호소한다.”367) 이 설명에 따르면, 관행은 일반적으로는 

행위의 보조적 이유들을 산출할 따름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부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격을 인정받은 관행은 존재 그 자체로 

우선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마머의 구분법을 따라 말하자면) 그것을 따

를 보조적 이유뿐만 아니라 주된 이유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자. 관행은 의무규범(mandatory 

norm)이 될 수 있는가?368) 편의상 마머의 논의를 계속 따라가 보자.

366) 법복종 의무에 관한 표적인 논문들을 엮은 책으로 William A. Edmundson(Ed.), 
The Duty to Obey the Law, Rowman & Littlefield Pubishers, 1999.을 참고.

367) Marmor, Positive Law and Objective Values,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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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Joseph Raz)의 설명에 따르면, 의무 규범은 행위의 “주된 이

유”와 “배타적 이유” 양자를 모두 이루어야 한다. 의무 규범을 따르

는 것이나 의무에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이유들의 형량에 따른 행동의 

예가 아니다. 의무 규범은 두 종류의 이유들을 통합하면서 독특한 이유

의 구조를 만든다. 즉 의무규범은 주된, 혹은 일차적 행위 이유와 이차

적, 배타적 이유들을 규정한다. 행위 이유와 배타적 이유들의 이런 독특

한 조합이 우리가 책무를 부담할 때 갖게 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라고 

그는 설명한다. 요컨대 라즈는 ‘책무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행위의 

주된 이유와 배타적 이유를 함께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69)

   마머는 라즈의 이러한 설명을 기초로 조정 규범은 기본적으로 의무 

규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설

명하기를, “규범 주체들이 그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책무를 가

질 때 조정 관행은 의무 규범, 즉 책무적이 될 것이다.”370) 쉽게 말해, 

만약 그 조정 문제의 속성 자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이

라면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조정 관행 역시 의무 규범이 된다는 

논리이다. 이 논변은 결국 관행 그 자체가 그것에 따를 책무를 반드시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조정 관행의 경우에는 

조정 문제의 속성에, 구성적 관행이라면 그것이 구성하는 실행에 참여하

게 되는 이유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견해의 배후에는 관행을 실행을 구성하는 필수 요

소로 이해하고 실제로 더욱 중요한 것은 관행 자체보다는 그것이 구성하

는 사회적 실행이라는 마머의 규범적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 문제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관행 규범력의 독립성과 도덕성이

라는 쟁점과도 연결된다.

 

368) Marmor, 위의 책, pp. 28-30.
369) Joseph Raz, Practical Reason and Norms ,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70) Marmor, Positive Law and Objective Values, p. 28.



- 165 -

4) 관행 규범력의 독립성371)과 도덕성

(1) ‘이유 제공적 특성’과 ‘책무 산출적 특성’

   “관행은 규범성이 있는가?” 혹은 “관행은 규범적인가?”라는 물음

은 다음의 두 가지 하위 질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

<Q-①> : 관행은 행위의 이유를 제공하는가?

<Q-②> : 관행은 그것에 따를 책무를 산출하는가?

   우선 진성의 관행이 갖는 ‘이유 제공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제기될 수 있다.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구성원들에게 자동적으로 (관행 준수에 대한) 합리적 압력이나 강제력이 

발생하는가? 관행의 존재 자체가 그것에 따를 이유를 제공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이유인가?372) 인식적 이유인가 동기 부여

적 이유인가, 아니면 규범적 이유373)인가? 혹은 ‘주된 이유(primary 

reason)’인가 ‘보조적 이유(auxiliary reason)’인가?374) 그리고 관행이 

산출하는 합리적 압력과 규범력은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갖는가? 다시 말

해, 실질적인 도덕 원리와 같은 외부의 추가적인 고려사항의 도움 없이 

오직 관행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만 행위 이유가 온전히 도출되는가?

371) 포스테마는 ‘자율성(autonomy)’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독립성’
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한국어 용례 상 ‘자율성’이란 표현이 갖고 있는 특유의 철학적 
어감이 있어서, 본고에서는 신 ‘독립성’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관행적 책무의 독립성
/자율성’은 어떤 외적인 요소의 개입 없이 그 체계 자체의 고유한 내적 논리나 구조만
으로 유지・작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족적이고 자기완결적인 특성을 말한다.

372) 행위 이유의 유형에 한 상세한 철학적 설명으로는, James Lenman, “Reason for 
Action: Justification vs. Explanation”,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9.을 참고.

373) Letsas, “The DNA of Conventions”, p. 
374) Marmor, Positive Law and Objective Values, p. 26. 마머는 관행적 규칙의 존재

는 실제로 하나의 행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차적 이유가 아닌 보조적 이유
에 그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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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에 대한 게임 이론적 설명의 지지자들 대부분은 이런 물음에 대

해 오랫동안 긍정해왔다. 만약 조정 관행의 본질을 내쉬 균형으로 이해

한다면, 상호작용의 전략적 조합이 일단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의 일탈로부터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타

산적인 합리적 행위자들은 그 질서에서 이탈할 이유를 갖지 않게 되고 

따라서 관행의 존재 자체로 준수에의 완전한 이유가 보장된다.

   반면에 포스테마는 위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다. 그에 따르면, 

합리적 압력과 규범력은 행위자가 갖는 선호의 합리적 체계뿐만 아니라 

관행을 준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따

라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없이는 관행 그 자체가 준수 

이유들을 산출하지 않는다. 첫째, 당사자들에게 있어 그 관행에 의해 가

능하게 되는 협력을 추구할 좋은 이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둘째, 그들이 

참여를 계속할 건전한 이유들-예컨대 충실성 혹은 공정성에 대해 말하는

-이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렇듯 포스테마는 어떤 관행이 준수할 도덕

적 이유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관행의 본성과 함께 결합 가능한 논변의 

내용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관행은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것이 관행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행을 따를 도덕

적 이유의 종류 덕분인 것이다. 다시 말해 관행의 성립과 존재 자체가 

도덕적 구속력을 완전히 보증하거나 필함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이

런 추가적인 실질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관행 준수를 

통한 협력에의 자기 몫을 다하기 보다는 오히려 ‘합리적 일관성’ 이란 

이름으로 협력에 대한 요청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요컨대, 경우에 따라서는 관행이 어떤 행위 이유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혹은 존재하는 관행들을 준수할 이유들이 여타의 더 강력한 이유

들에 의해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375) 포스테마의 견해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

에 따를 행위 이유를 제공하는가?”라는 물음, 즉 관행의 ‘행위 이유 

375)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492. 생각건 , 이런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익 형량’과 유사한 추론 방식을 동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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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적 규범력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다음의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

① 관행이 성립하고 존재한다.

② 존재하는 관행이 그 어떤 행위 이유도 산출하지 못한다.

③ 관행이 존재하고 행위 이유를 산출했지만, 반대의 다른 강력한 이유들에 

의해 패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관행이 구성원들에게 준수를 위한 진정한 행위 이

유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규범력의 현실화 조건’이 추가로 요

구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관행의 행위 이유 제공적 규범력은 관행에 

완벽히 내재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배제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관행 준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도덕적 고

려사항에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별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과 숙고

를 통한 기각 가능성이 남는다.376)

   생각건대, 전술한 바와 같이 관행의 규범력은 행위자의 실천적 추론 

과정에서의 두 단계, 즉 ‘행위 이유 제공적 규범성’과 ‘책무 산출적 

규범성’으로 구분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①관행

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그것에 따를 이유는 완전히 보장하지만, ②복종할 

책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존재를 인정받은 진성 관행은 정의 상 규범의 본질을 갖는다. 그리고 

관행이 형성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자기 참여적인 민주적 색채’가 짙

기에 그 자체로 행위 이유로 기능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1인칭 내부 

참여자 관점에서 보면, 관행은 ‘우리의’ 규범이며 외부의 실질적 도덕 

요소의 개입 없이도 그 존재만으로 행위 이유 제공적 규범성은 확보된

376) 포스테마는 관행 규칙이 산출하는 행위 이유는 반드시 도덕적 이유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관행에 의해 주장되는 합리적 압력이 도덕적 측면을 갖는지 여부는 
관행-프레임 단독에 한 호소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가령, 승인 규칙의 경우 우리
는 ①승인 규칙에 의해 확인된 법에 의해 추구되는 목적이 정의, 공정성, 혹은 도덕성
의 여타 측면들의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②그런 목적들이 합당한 도덕적 비용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는지에 한 추가 고려를 필요로 한다. Postema, 위의 책, p.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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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고의 입장은 행위 이유 제공의 차원에서부터 외부의 실질

적인 도덕적 숙고를 요하는 포스테마의 입장과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2) 관행적 책무의 독립성과 도덕성

   관행의 책무 부과력은 독립적인가? 다시 말해, 관행의 존재 자체로부

터 관행 준수 의무가 온전히 도출되는가 아니면 추가로 도덕이론의 보충

을 요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그린(Leslie Green)은 회의적인 답을 한다.

모든 관행들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사회에서 남자는 스커트

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관행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의 사회에서는 영어를 말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

다. 그러므로, ∅-ing에 대한 사회적 관행의 존재의 필요조건은 ∅-ing에 대

한 의무의 존재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 많은 관행주의자들이 이 지점에서 불

안정해진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사회적 관행은 사회적 의무의 근원이라고 주

장하지만, 왜 일부 관행들은 책무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법은 이러한 관행들과 마찬가지로.377)

   그린의 이런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분

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그저 관행인 것(mere 

convention)’378)이나 길버트379)가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적 관행’이 아니다. 법학자나 법률가, 나아가 법적 주체로서 우리

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법적 관행’380) 혹은 ‘법적으로 유지되는 

377) Green, “Positivism and Conventionalism”, pp. 43-44.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
378) ‘단순한 관행(mere convention)’이라는 용어 자체는 루이스 등 종래 사회적 관행 이

론가들의 저서에서, 그리고 우리 법원 판결문이나 실정법학에서도 발견된다. 예컨 , 
“관계당사자의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은 단순한 관행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
한다. 그러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법적 구속력
을 갖는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박균성, 행정법강의, 
p. 32.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양자가 같은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79) 길버트의 관행 이론에 관해서는 본고 제2장 제2절 제1항을 참고.
380) ‘법적 관행’의 개념과 성립 요건에 해서는 본고 제5장 제1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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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381) 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후자는 전자로부터 파생되고 따

라서 일부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긴 있지만, 특수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둘째, 적어도 ‘법적 관행’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관행의 

경우에는 그것이 갖는 체계적 속성까지 더해지면서 효력이 강화된다. 순

수한 사회・문화적 관행과 달리 법적 관행은 존재 자체로부터 모종의 책

무감과 구속력을 발생시키며 직견적 책무(prima facie obligation)를 산출

한다. 즉 일차적으로는 효력과 준수 의무가 추정된다.(‘추정적 효력 테

제’) 다만 그것이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관행적 책

무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 책무성이 소실될 수 있는 가

능성과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탐구 주제가 된다.382)

   이 문제에 관해 포스테마는 부정적 답을 한다. 그는 관행에의 참여를 

통해 실현할 목적이 건전하고 도덕적인지에 따라 그것에 따를 책무가 규

정된다고 주장한다.383) 하지만 그의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그러한 ‘실질적인 도덕적 고려사항’들의 객관적인 목록화가 

가능한가? 그것을 인식・판별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이는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둘째, 만약 그런 객관적 기준이나 판정식이 마련되지 않

는다면 모종의 ‘무한소급’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는가? 셋째, 이런 접

근은 관행이 갖는 독특한 존재 이유와 그 규범성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

으로 무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대부분의 경우 관행은 공동체

의 협력적인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다. 그리고 그 당시, 구

성원들의 자율적 상호작용과 공동 승인을 통해 형성된 ‘지금 여기’ 

‘우리의’ 규범적 질서라는 점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관행 이론이 

봉사하는 한 경로로서 관행주의는 근본적으로 ‘역사’와 ‘맥락’에 대

381) ‘법적으로 유지되는 관행’이란 표현은 Garthoff, “Legitimacy is not Authority”, p. 
677, 각주 12.

382) 본고는 ‘나쁜 관행’의 개념적 가능성을 인정하며, 나쁜 관행으로 판정된 질서는 그 추
정적 효력이 박탈된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고 제4장 제2절을 참고.

383)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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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조를 기반으로 한다384)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 

영역에서도 관행주의는 불가피하게 역사주의를 필요로 한다.”385)

(3) 소결

   이 주제와 관련한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되어야 할 

‘기본’은 매 사안마다 개별 행위자에 의해 이뤄지는 별도의 적극적인 

도덕적 심사가 아니라 ‘관행 존중의 원칙'386)이다. 왜냐하면 관행규범은 

제정법규범과는 달리 발생적 차원에서부터 모종의 “민주적 정당성”387)

이 확보된 ‘우리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관행은 집중화된 권력기구가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부과한 명령이 아니다. 이는 참여자들에 의해 

형성・유지되어온 자율적 규범 질서이기에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행은 문제 해결력의 면에서 보더라도 높은 기능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관행은 그 시대와 사회, 집단의 특수한 역사와 맥

락에 기초하여 공동의 협력적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마련된 규범이다. 

특히나 ‘그 당시의’ ‘그 사회의’ 공동체의 ‘내부 참여자’의 관점

에서 본다면, ‘규범 형성자로서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법규범보다도 

더 강력한 규범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경험

적 연구나 관찰을 통해서도 입증 가능하다. 그리고 관습적 관행이라면, 

오랜 시간 수많은 풍화와 침식을 통한 자기 교정의 과정을 견디어낸 결

384) 피스(Owen M. Fiss)는 법해석론에 있어서 관행주의를 말하면서, 관행주의란 실천과 
맥락을 강조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가장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Owen M. Fiss, “Conventionalism”, Yale Law School Faculty 
Scholarship Series, 1985, pp. 177-178.

385) Marmor, Positive Law and Objective Values, p. 20.
386) ‘관행 존중의 원칙’에 해서는 본고 제4장 제2절을 참고.
387) 허완중, “민주적 정당성”, 저스티스, 제128호, 2012. 이 글에서 저자는 정당성의 형

태를 ①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②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 ③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제도적 정당성’, ‘기
능적 정당성’, ‘실질적-내용적 정당성’, ‘인적 정당성’으로 나눈다.; 정당성의 개념과 정
당성의 기초에 관한 또 다른 글로는, 남상화, “정당성의 내용과 행태적 작용기제에 
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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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로서 현재 관행은 문제 해결력의 측면에서도 나름 최적화된 유용성

을 가질 확률이 높다. 즉 기능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행규범은 상대적

으로 높은 기능적 정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388)

   둘째, 관행에 대한 도덕적 심사는 관행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관행 개

념의 구성요건이나 존재 조건이 아닌‘강화 요건’ 혹은 ‘무효화 조

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적

다. 물론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들이 필요하

다. 예컨대 공동체적 삶을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협력적 인간상에 대한 

기본적 신뢰(광의의 ‘인간학적 전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형성된 

민주적 질서에 대한 참여자로서 ‘우리의 것(ours)’에 대한 최소한의 책

무감, 자율적인 사회적 작동기제(mechanism)에 의한 자정 작용과 인접 

규범체계와의 견제와 교호작용을 통한 교정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평온한 공존과 진정한 협력을 추구하는 

이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따를 만한 좋고 건전한 이

유’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도덕적 심사 과정을 필수적으로 요

구하기보다는 이러한 전제들에 대한 인정이 손쉽다. 그리고 그 부족분은 

‘강화 조건’과 ‘무효화 조건’의 이름으로 별도의 심사를 통해 보강

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결론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진성의 관행이라면 우선 그 자체

로 존중받아야 하며, 그 근거는 필요조건으로서 실질심사가 아닌 형식주

의적 판단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관행이 갖는 독특한 규범성을 수

용하는 적절한 한 방식이다. 본고가 제안한 ‘대안 정식’에도 그 어떤 

두터운 실질 도덕적 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88) 특히 존재하는 실례로서의 관행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공동체나 집단, 즉 지역화된 관
할 범위를 갖는다. 또한 관행은 참여자들에 의해 그 상황에 적합하게 형성된 규범적 응
답이기에 해법으로서도 높은 효용과 수용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능적 측면에
서 보면 현장 규범으로서 문제해결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도 ‘우리의 규
범’이라는 공감 를 형성해 수용력이 높다. 이와 조적으로, 근래에 실무 현장과 괴리
된 일부 의원 입법에 해서는 ‘탁상공론식 입법’ 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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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가로서 골몰하고 헌신해야 할 것은 오히려 관행성을 보존하면서

도 건전하고 합당한 관행개념 정립이며, 또 적절한 ‘법학적 관행 이

론’을 개발하는 데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강한 ‘일체론’389)

이나 강성 자연법론자들의 입장에 심정적으로는 찬동할 수 있지만 동시

에 치러야 할 비용도 그만큼 크다. 책임 있는 공적 판단에 있어서는 냉

철한 분별력과 실천적 지혜가 요청된다.

3. 관행 규범성의 원천390): 책무산출의 근거

   사회과학 분야에서 규범성에 관한 건전한 이론이라면 ‘설명’과 

‘정당화’의 두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391) 보통 전자는 

‘어떻게’에 관한 질문으로, 후자는 ‘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된다. 

양자는 접하게 견련되어 있기에 명확히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일응의 

구분은 유용하다. 잘 정립된 정당화 이론은 이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

라 실천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선 관행이 갖는 규

범성의 원천에 대한 가능한 정당화 논변들을 일부 검토해보자.

1) 기능주의 논변

   기능주의 논변은 조정력에 기초한 정당화 방법으로, 특히 조정 관행

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논변이다. 만약 관행에 대한 ‘조

389) 본고 제4장 제1절에서 관행이 규범인지 여부를 논하면서 ‘회의론’과 ‘일체론’으로 구
분하여 입장을 정리하였다. 

390) 코스가드는 규범성의 원천에 관한 기존 입장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정리한다.
①주의주의(Voluntarism): 입법의지의 산물: 푸펜도르프, 홉스  ②실재론(Realism): 클라

크, 프라이스, 프리처드, 무어, 로스, 네이글  ③반성적 승인(Reflective Endorcement): 
인간본성에 도덕성 내재: 실천이성에의 호소: Hutcheson, Hume, Williams  ④ 자율
성에의 호소(The Appeal to Autonomy): 도덕성의 법칙=행위자 자신이 지닌 의지의 
법칙: 자기의식적인 반성능력이 스스로에게 권위 부여: 칸트, 롤즈

크리스틴 M. 코스가드 (강현정・김양현 옮김), 규범성의 원천.
391) 법의 규범성에 관한 철학적 이해관심은 ①설명적 과제와 ②정당화 과제의 두 측면으

로 구분된다. 자세한 설명은 Andrei Marmor and Alexander Sarch, “The Nature 
of Law”,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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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델’을 채택한다면 조정 관행의 규범력과 권위는 일차적으로 조정 

문제 해결이라는 기능에 의존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답을 

주니 따르리라.”392) 특히 게임 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되는 조정 관행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논변은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을 전제한다.

   첫째, 개별 행위자는 자기 본위적(self-interested)이고 타산적인 합리

적 주체이다. 이는 게임 이론적 조정 관행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기도 하다. 즉, “관행론에서의 자기이득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자기이

득, 편익으로서의 자기이득”393)이며, 조정 관행은 그런 목적 달성을 실

현시켜주는 해결책이다. 요컨대, 이 논변에 따르면 관행은 철저히 타산

적인 이기적 주체가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합리적 추론의 결

과로서 개별 행위자에게 ‘조정적 권위’394)를 획득하게 된다. 이 점은 

자연히 두 번째 가정으로 이어진다. 둘째, 관행은 조정 문제에 대한 현

실적인 실제 해결책으로서 갈등 상황을 종결짓는다는 낙관이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버전의 조정력에 기초한 기능주의 논변’은 몇 

가지 결함을 내포한다. 첫째, 그것이 전제하는 인간상에 의문이 든다. 인

간은 결코 자신의 타산적인 사익 실현에만 급급한 ‘이기적-합리주의

자’로 단정될 수 없다. 최근의 여러 연구 성과들395)을 통해서도 증명되

듯이 오히려 ‘협력적 인간상’의 설명이 더 적합하고 설득력이 있다. 

둘째, 만약 그 관행이 (어떠한 연유에서건) 현실적으로 조정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거나 그런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즉 조정에 실패한다면 어떻

392) 베손(Samantha Besson)은 “조정에 기초한 법복종의무”를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i)The Mixed pedigree of coordination-based duties to obey the law  
(ii)Coordination-based obligations qua obligations of fair play  Besson, The 
Morality of Conflict: Reasonable Disagreement and the Law, pp. 459-489.

393) 양선숙, “법, 규범성, 그리고 규칙 준수의 동기에 한 관행론적 이해”, p. 48.
394) ‘조정적 권위’라는 표현은 Edna Ullmann-Margalit, “Is Law a Co-ordinative 

Authority?-A Comment on: Chaim Gans, “The Normativity of Law and Its 
Co-ordinative Function”, 16 Isr. L. Rev. 350. 1981.  이 논문에서 울만-마가릿은 
Gans의 ‘이론적 권위’와 ‘조정적 권위’ 구별을 사용하면서 조정적 권위에 기한 법복종 
의무의 문제를 다룬다. 

395) 특히 종래의 게임 이론 논의의 지평 안에서 이타적 인간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로는,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 뿌리와 이파리, 2009. ; 최정규, 게임 이론
과 진화 다이내믹스, 이음, 2009.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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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가? 조정 문제 해결의 완수만을 조건부로 하는 논변을 채택한다

면 이 경우 책무성의 근거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 셋째, “구성적 관

행”396)과 같이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해 성립된 관행이 아닌 경우에는 기

능주의 논변의 설득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넷째, 이 논변은 ‘역기

능’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소극적 의미에서 기능의 

쇠퇴나 상실뿐만 아니라 본래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작용하는 역기능의 

상황은 관행의 규범성을 근거 지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기능주의 논변은 역기능에 대한 어떠한 기능적인 설명도 할 

수 없으며, 역기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능주의적 접근을 훼손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몰가치적 기능주의는 목적-수단 공식에 의한 문제 해결

의 측면에만 집중함으로써 관행이 성립하고 작동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서 형성・공유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관행은 수

단적 가치만을 가질 수 있다는 일면적인 이해는 관행에 대한 도구적, 기

능주의적 접근법의 비완결성을 시사한다. 관행은 그 이상의 충분한 정당

화 근거들을 갖고 있다. 서덴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참고할 만하다.

관행들의 자생적 질서는 종종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한다. 하지만 그것

이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관행은 안정적일 수 있고, 그것은 새로운 상황들

에로 확산될 수 있고, 이는 심지어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효율적

이거나 상호 이득이 되지 않고도 규범적 위상을 가질 수 있다.397)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능주의 정당화 논변은 관행 규범성의 원천에 

대해 널리 수용되고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견해라는 사실이다.398) 그런 점

에서 보면 이 논변은 일종의 문턱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오

396) 마머가 제안한 ‘구성적 관행’에 해서는 본고 제2장 제3절을 참고.
397) Robert Sugden, “Conventions”, in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and the Law, Peter Newman (Ed.), 1998, p. 460. (밑줄 표시는 필자에 
의한 것임.)

398) 관행 관념에 한 유연한 이해를 보이는 포스테마도 관행의 계속된 존재(continued 
existence)와 구속적 특성에 한 설명은 그저 거듭 반복되거나 지속된 조정 문제를 해
결함에 있어 관행의 현재 성공(its present success)에 있다고 설명한다.  Postema, 
“Coordination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s of Law”,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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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조정 문제 해결이라는 타산적 고려와 경제적 효용에만 입각한 ‘순수

한 버전의 조정력 기반 논변’을 관행 규범성의 유일한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요컨대 기능주의 논변은 필요적 논변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의 개선이나 결함을 채울 다른 논변에 의한 보충이 필요하다. 그

렇다면 결국 관건은 보완 이론으로 결합될 추가 논변의 설득력에 있다.

2) 계약주의 논변

   도덕・정치철학에서 사회계약이론은 대표적인 실천 철학 이론 중 하

나이다. 윤리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접근은 도덕의 요구사항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맺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도덕의 요구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합의했기 때

문이라고 답한다.399)

(1) 묵시적 합의로서의 관행

   만약 관행의 본질을 일련의 ‘조정된 기대’의 집합으로 파악하고 

‘묵시적 합의’로 설명한다면, 논의는 자연히 규범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400) 이런 접근은 주로 게임 이론을 계승한 경제학 분야에서 이

뤄지는 해석이지만 ‘합의’라는 개념을 특별히 강하게 독해하지 않는 

이상 많은 관행 이론가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설명이기도 하다. 즉 관행을 

399) 모든 도덕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에 답해야만 한다. 첫째, “도덕이 우리
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며, 둘째, “우리는 왜 그러한 요구에 복종해야만 한다고 느
끼는가?” 윌 킴리카 (김성한・김성호・소병철・임건태 옮김), “사회계약론의 전통”, 규
범윤리의 전통, 철학과 현실사, 2005, p. 70.

400) 부분의 관행 이론가들은 묵시적 합의를 넘어 명시적 합의(explicit agreement)를 
통한 관행의 성립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즉, 전범(典範)이 되는 관행
은 명시적 합의 없이도 자율적인 행위의 수렴(convergence)을 통해 형성된 묵시적 규
범적 질서를 말하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이고 단발적인 사실상의 합의에 의한 관행성립
을 ‘관행이 아닌 것’으로 단정 짓지 않는다. 심지어 길버트는 명확하게 ‘합의를 채택’하
여 관행이 성립된 경우를 자기 이론의 중심적인 설명사례로 삼고 있다. 이 문제는 관행
의 적격성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고 제3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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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합의로 해석한다면 관행 이론은 계약주의의 한 변형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401) 그리고 관행이 갖는 규범성의 본질을 해명하고 우리가 왜 

그것에 복종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당화 근거를 계약이론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론적 정당성을 관행 이론에 적용할 수 있

는지, 그런 시도가 갖는 장단점이나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론사적으로 볼 때, 고전적인 정치적 사회계약론은 더 포괄적인 비

(非)사회계약론적 도덕 이론, 즉 자연법 이론에 포섭되어 있었다. 사회계

약사상은 정치적 지배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그러한 계

약의 내용과 구속력은 자연법 이론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 역시 그 이론의 한 요소에 불과한 것이었다. 최초의 사회계약론

자들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보통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이행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 대답의 핵심은 

특정한 지배자에게 복종해야할 자연적 의무나 신적인 의무는 없지만 우

리는 복종을 ‘약속함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떠맡을 수 있고, 이를 통

해 개인적인 의무가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402)

   그러나 이런 종류의 정치적 사회계약론은 몇 가지 결함을 갖는다. 첫

째, 사실상 그런 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그 약속에 구속받

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403) 둘째, 선결문제 해결의 오류를 범한다. 

사회계약론자들은 “약속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

고 말하지만, “왜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의심스러운 자연적 의무를 또 다른 자

연적 의무로 대체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404)

401) Sugden, “Conventions”, p. 456.
402) 킴리카 (김성한・김성호・소병철・임건태 옮김), “사회계약론의 전통”.
403) 물론 가상적 계약을 말할 수 있지만 가상적 약속은 실제의 의무부담자가 없기에 결코 

약속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결국 사회계약사상은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려는 순간 역사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되며, 단순히 가상적인 약속을 지적하려고 
하는 순간 도덕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기 쉽다.

404) 고전적인 정치적 사회계약론에 해서는, 킴리카 (김성한・김성호・소병철・임건태 
옮김), 위의 글, pp.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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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사회계약론자들이 고전적 사회계약론 전통으로부터 끌어낸 것

은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다.405) 킴리카의 설명에 따르면, 고전적 사

회계약론의 다음의 두 요소가 결합될 때 사회계약은 일차적으로 약속이 

아니라 어떤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관행인가를 

감별하기 위한 장치로 (재)해석될 수 있다.406)

① 의무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관행적인407)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동등한 사

람들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 

② 관행적인 의무들은 중대한 인간의 이익을 보장해준다.

   킴리카의 설명은 사회계약에 대한 일종의 관행주의적 해석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고

전적인 커먼로 관행주의자로 평가되기도 하는 흄의 경우, 명시적으로 기

존 사회계약론적 접근에 대한 일종의 반기이자 대안으로 관행 이론을 제

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에 제시된 설명은 관행주의에 대한 것이라고 

제목만 바꾸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킴리카의 해석은 관행주의와 계약주의의 미묘한 차별점을 무화(無化)시

키는 효과를 낳는다.408)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행 이론과 사회계약론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점이다.409)

405) 고전적 사회계약론과 현 적 사회계약론의 결합을 몇 가지 표 이론을 중심으로 다
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홉스적 사회계약론 칸트적 사회계약론 제3의 대안적 사회계약론
<상호 이익설>

“상호이익으로서의 도덕”
<공평설>

“공평성으로서의 도덕”
“합당한 

거부가능성으로서의 도덕”

물리적 힘의 자연적 동등성
도덕적 지위의 자연적 

동등성
뷰케넌 고티에, 롤즈 스캔론

406) 킴리카 (김성한・김성호・소병철・임건태 옮김), “사회계약론의 전통”, p. 76.
407) 번역서에는 ‘규약적인(conventional)’으로 되어있지만, 본고에서 사용된 용어와의 통

일성을 기하기 위해 필자가 ‘관행적’으로 수정하였다.
408) 킴리카의 이런 해석을 견지한다면, 사실상 현 적 버전의 사회계약론 논의에 이르면 

계약주의와 관행주의를 판가름하기는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큰 실익도 없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된다.

409) 킴리카의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행주의(관행 이론)’와 ‘계약주의(사회계약
론)’는 개념적으로나 이론사적으로나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계약론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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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주의 논변의 의의 및 한계

   계약주의 안에서의 핵심적인 규범적 아이디어는 합의이다. ‘묵시적-

합의 계약’이라 부를 계약이론에서 합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발전해온 관행 안에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묵시적 합의의 도덕적 

위상은 상호 유익하지 않은 조정된 기대들로는 이전하지 않는다.410) 즉 

‘묵시적 합의 계약 이론 모델’은 호혜성을 전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관행을 ‘묵시적 합의’로 정의하고 사회계약론의 정당화 논

변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계약론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들을 그

대로 흡수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앞서 지적했던 고전적 사회계약론이 범

한 두 가지 오류를 들 수 있다. 또한 관행에 대해 계약주의 논변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보다 섬세한 해석과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특히 고전적 사회계약론에서 부각되듯이 계약의 내용과 구속력

은 자연법 이론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정당화 역시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실질적 도덕원칙에 호

소411)하거나 보충을 필요로 하게 된다.412)

   둘째, 계약론적 책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

들이 ‘공정한’ 혹은 ‘자연적인’ 원초적 지위로부터 합의할 수 있어

야 한다는 단서가 전제된다.413) 딕스(B. J. Diggs)는 “사회계약론적 도덕

화된 독자성을 부정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윤리학에서 사회계약론의 전통이란 없다”
는 회의주의적인 평가는 역으로 보면 그것이 다른 이론과 얼마든지 결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유연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현  관행 이론가들이 합의나 약속의 
관념에 기해 관행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410) Sugden, “Conventions”, p. 456.
411) 표적으로 스캔론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스캔론은 그의 독특한 계약주의 이론에 기

하여, 약속준수 의무를 관행의 존재 자체로부터가 아닌 일반적인 도덕원칙들로부터 이
끌어낸다. Thomas M. Scanlon, What we owe to each other,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8. chap.7.

412) “약속적 책무(promissory obligation)”의 효력근거 및 본성에 관한 견해 립이 있
다. ①실행 이론(practice theory) ②기  이론(expectation theory)  Marmor, “On 
Convention”, pp. 358-359.; Marmor, Social Conventions, p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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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자가 타인들과 함께 하나의 공통된 도덕적 기준에 대하여 합리적으

로 그리고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게끔 그들과 협동적으로 행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414)고 주장한다. 하지만 ‘합리적이면서도 자유로운 

합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조건

에서’ ‘어떻게’ 또 ‘왜’ 받아들이며,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즉 합의를 위해 기댈 수 있

는 근거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조건’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당사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비대

칭적인 정보 불균형이 전제되는 등 관행을 형성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계약주의 논변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결론적으로 계약주의 논변 역시 그 자체를 유일한 정당화 근거로 삼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 논변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가치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이해와 수정 작업이 요청된다.

3) 심리학적 논변

(1) 흄의 공감 이론415)

 

   흄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인간학에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416) 흄의 정치・도덕 철학, 그리고 법이론417)은 모두 인간 본성에 대

413) 킴리카 (김성한・김성호・소병철・임건태 옮김), “사회계약론의 전통”, p.
414) B. J. Diggs, “A Contractarian view of respect for person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18, 1981, p. 104. 
415) 규범성과 관련하여 흄의 공감기제를 다룬 표적인 법철학 논문으로는 양선숙, “법, 

규범성, 그리고 규칙 준수의 동기에 한 관행론적 이해”. 그리고 철학 분야에서는 양
선이의 연구가 선도적이다. 양선이, “도덕적 가치와 책임에 관하여-흄의 이론을 중심으
로”, 철학연구, 2002.; 양선이, “원초적 감정과 도덕 감정에 관한 흄의 자연주의”, 근대
철학, 2008.; 양선이, “공감의 윤리와 도덕규범: 흄의 감성주의와 관습적 규약”, 철학연
구, 제95집, 2011.

416) “중요한 문제에서 인간학 속에 그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이 학문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
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원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사실은 여
러 학문의 완전한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학은 다른 학문의 유일한 견고
한 기초이기에 우리가 이 학문 자체에 줄 수 있는 유일한 토 는 반드시 경험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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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탐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감기제는 흄의 도덕

철학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흄은 인간 본성의 주요한 특징

들로 자기중심성, 제한된 관용성 등과 함께 공감 능력을 강조한다.

공감은 우리가 모든 인위적 덕을 평가하는 원천이다. (...) 즉 공감이 인간본

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고, (...) 모든 인위적 덕에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산

출한다. 이런 사실에서 공감이 그 밖의 많은 덕을 유발하며, 이 성질들은 인

간의 복리를 위한 그 경향 때문에 우리의 찬동을 얻는다는 점을 (...) 우리는 

공감이 아니라면 사회를 위한 그처럼 포괄적인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한다. 

(...) (공감이라는) 원리는 다른 사람의 성격에 있는 동일한 쾌락이나 거북함

을 우리에게 제공할 정도로 우리가 자신을 훌쩍 넘어서도록 만든다.

    흄의 이론에 따르면, 규범성이란 이성의 자기 성찰에서 직접 산출되

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합리적 숙고와 행위 선택을 통해 경험적이고 

점진적으로 성립하는 사회적 산물418)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흄

은“정의(正義) 관행 수립을 위한 최초의 동기는 자기 이해관심

(self-interest)이지만, 그 관행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것은 공적 이익

(public interest)에 대한 공감과 그에 따른 도덕적 찬동에 의거한다.”419)

고 주장한다. 타인에 대한 공감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며 이는 찬동

(approval)과 불찬동의 심리적 기초가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

을 증진시키는 행위에 도덕적 승인을 부여하며, 이것이 결국 공공 이익

에 기여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만약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준수된다

면 관행에 일치되는 개별 행위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고, 그 

위에 놓여져야 한다.”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A Critical 
Edition, Vol 1: Texts, Norton, David Fate and Norton, Mary J.(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Introduction. (번역은 안토니 플류 (최희봉 옮김), 흄, 지성
의 샘, 2005, p. 29.를 참고함.)

417) Gerald J. Postema, “Hume’s Jurisprudence: Law, Justice, Human Nature”, in 
Bentham and the Common Law Tradition, Chap. 3, 4, Clarendon Press, 1989. 

418) 양선숙,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한 비판적 검토”, p. 239, 각주 14. 
이 설명은 흄의 원전에서 발췌된 것은 아니며 양선숙 교수의 해석에 기반한 서술이다.

419) Hume, A Treaties of Human Nature, pp. 499-500.; Sugden, “Conventions”, 
p.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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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규범이 된다는 논증이 가능하다. 즉 관행 형성의 최초 동기는 타산

적인 사익 추구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만연하고 관행 규범으로 확립되

는 도덕적 찬동은 전체로서의 관행 그 자체에 겨냥되어 있는 것이다. 그

리고 이는 각자의 관행 준수라는 일반적 실천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420) 결론적으로 이 논변에 따르면, 전체로서의 관

행 그 자체에 규범성이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

심은 인간본성의 ‘공감 기제’와 ‘공익 실현’의 요소에 있다.

(2) 길버트의 합동 결의 논변

   합동 결의(joint commitment) 논변의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길버트를 

꼽을 수 있다.421) 그녀는 자신의 ‘합동 수용 논법(joint acceptance 

account)’을 통해 관행의 ‘당위’란 존재하며 관행의 규범성의 본령은 

그것을 이루는 ‘합동 결의의 규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길버트의 설

명에 따르면, 합동 결의의 각 당사자는 결의의‘공동성(jointness)’ 덕분

에 그것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관행을 준수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

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같다면 그는 관행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그 의지 결의에 대한 그의 복종은 그것과 상반되는 자신의 사적 성

향이나 복리를 능가한다.422) 왜냐하면 합동결의는 공동으로 이뤄졌기에 

각자는 그 사실의 규범적 함축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동 수용 논법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 결

의에 대한 준수를 빚지고 있다. “직관적으로 볼 때 당신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빚지고 있음(your owing me an action)은 당신에게 그 행위를 행

420) 반면에 게임 이론에 기초한 루이스 논변은 비-협력 관행에까지 확장되는데, 루이스의 
관행 정식은 전체적으로 철저히 비-도덕적인 의미에서의 ‘합당성’에 국한되며 따라서 
도덕적 찬동 역시 관행 그 자체가 아니라 관행준수의 개별 행위들에 맞춰져있다. 

421) 길버트 관행 이론에 한 상세한 설명은 본고 제2장 제2절 참고. (여기서는 규범성과 
관련한 핵심만을 약술한다.)  길버트의 관행 이론을 계약 이론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견
해도 있다. J. S. Latsis, “Is there redemption for conventio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9, 2005, pp. 715-718.

422) Gilbert, “Social Convention Revisite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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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충분한 이유를 구성한다.”423) 다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절대적 복종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수해야 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지의 결의의 ‘당위’가 

있듯이 빚지고 있음의 ‘당위’가 있다.” 그녀는 “관행이라는 우리의 

일상 개념은 공동으로 수용된 행위 원리의,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

떻게 행동하는지와 관련된 집단 엄명이다.” 라고 정의한다.424)

   요컨대, 길버트는 강한 집단주의적 개념관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관

행 자체에 내재된 본질적인 규범성을 강조한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누

군가 관행을 채택한다는 것은 곧 집단 엄명을 증진시킬 공동 목표를 수

용하고 의욕을 표명하는 것이며, 이는 다중 주체를 구성하여 관행 당사

자들이 모두 다함께 그것에 복종할 의무가 자연스레 도출된다는 논변이

다. 그리고 관행에의 불복종은 서로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당위를 어

김으로써 일종의 반칙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반칙 기준’)

4) 소결: 다층적인 정당화 논변

   관행 규범성의 원천, 즉 책무 산출의 근거로 가능한 몇 가지 논변들

을 검토해보았다. 각 논변은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관행 규범성의 원천이나 책무 산출의 근거는 어느 하나

의 논변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 요컨대, 관행에 따를 책무는 

‘다층적 책무(multilayered obligation)’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종류의 관행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일반화 논변 역시 억지스럽다. 

왜냐하면 실재하는 사회적 관행들은 특정한 맥락과 목적을 전제로 각기 

고유한 이야기를 갖고 형성된 구체화된 규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행의 유형과 관행성의 정도, 그리고 관련된 사회적 실천의 성

격에 따라 앞서 검토한 여러 후보 논변들을 적절히 참조할 수 있겠다.

423) Gilbert, 위의 글, p. 14.
424) Gilbert, On Social Facts, p.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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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관행 정식을 충족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진성 관행은 그 자체로 행위 이유를 제공하며, 일차적으로 책무가 산출

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관행은 존중 받을 자격이 있으며,(‘관행 존중

의 원칙’) 추정적인 효력과 정당성을 갖는다.(‘추정적 효력 테제’)

   본고의 이런 주장에 대한 논거로는 첫째, 발생적 차원에서 획득된 민

주적 권위425)에 기한 자기-정당성 획득,(‘발생적 정당화 논변’) 둘째, 

협력적 조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관행이 갖는 문제해결력과 조정력

(‘기능주의 정당화 논변’)을 들 수 있다. 이 논변들은 관행이 갖는 규

범성의 원천을 해명하는데 일종의 문턱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정력

에 기반한 순수한 기능주의 논변’은 관행에 따를 이유를 제공하는 필요

조건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책무 산출적 규범력이 완전히 도출되

지는 않는다. 이는 부분적인 근거가 될 뿐이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결함을 보충할 추가 논변이 필요하다. 결합 가능한 후보로 ‘계약주의 

논변’과 ‘심리학적 논변들’을 다루었다.

   요컨대 관행의 규범성, 특히 책무 산출적 규범성은 ‘다층적 책무’

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그 근거 역시 어느 하나에 의존한 일원적 설명

이 아닌 ‘다층적인 정당화 논변’을 통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또 하

나의 중요한 가치로 ‘공정성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공정성 

논변’) 이는 관행의 규범성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필요충분조건은 아니

지만 각각의 논변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기저에는 ‘공정성’에 대한 최

소한의 고려가 언제나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관행’의 경우에는 

공정성 논변이 더욱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다.

425) David M. Estlund, Democratic Authority: A Philosophical Frame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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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행의 효력과 평가

   제1절에서의 논의가 관행의 규범성에 관한 ‘총론’ 혹은 ‘일반론’

의 성격을 띤다면 제2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다루는 일종의 ‘각

론’ 이나 ‘특수론’에 해당한다. 또한 개념적 차원을 넘어 관행의 효

력과 관행 준수론 이라는 실천적 문제로까지 나아간다. 이하에서는 소위 

‘나쁜 관행’이라는 병리현상을 소재로 삼아 관행 규범성의 문제를 평

가론적 차원에서 다룬다. 제2절에서 답하고자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나쁜 관행’은 관행인가?

②‘나쁜 관행’의 의미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③‘나쁜 관행’의 효력은 어떠하며, 우리는 그것에 따를 의무가 있는가?

1. ‘나쁜 관행’의 문제

   혹자는 관행이란 일종의 반복적인 행위패턴으로서 그 자체는 가치판

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다시 말해, 관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

거나 그르다 혹은 정의롭거나 부정의하다는 등의 실질적인 가치평가나 

효력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행을 규범력이 없는 순전한 사회

적 사실로 환원하는 이런 입장을 ‘사회학적 환원론’이라 불러보자. 대

상으로서 관행이 갖는 속성 자체에 대한 이런 회의적 시각과는 조금 다

르지만, 관행을 바라보는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극단은 논

리철학에서의 관행주의와 일면 연결된다. 즉 관행은 (설사 규범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저 존재하는 현상적이고 기술적인 규준일 

뿐이며, 그것의 실체나 배후에 대해서는 물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는 이러한 두 입장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관행이란 그

저 반복적인 행위 패턴이나 적나라한 사회적 사실이 아니다. 또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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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전히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마치 블랙박스와 같은 공허한 어떤 것

으로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관행은 모종의 규범적 실천으로서, 정

도와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 판

단의 대상이다. 이런 관점을 전제할 때 우리는 관행의 효력과 평가 문

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수 의무 역시 논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개념적으로 ‘관행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나쁜 관행’

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나쁜 관행’으로 평가된 관행의 법체계

상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관행에 대한 이런 평가적 개념 

분류는 가능하며 나아가 필요한가?

   이 절에서 본고는 세 가지 명제를 주장한다. 첫째, 관행도 그 내용과 

준수 이유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가치판단의 대상이다. 둘째, 존재하는 

관행은 그 자체로 추정적 효력이 부여된다. 하지만 셋째, 실천적인 규범

영역에 있어서, 특히나 법과 연관된 영역에서라면 ‘나쁜 관행’에 대해

서는 추정적 효력이 박탈되며 따라서 일반적 준수 의무가 없다.

1) ‘나쁜 관행’의 가능성: ‘나쁜 관행’과 ‘관행 아닌 것’

   제3장 제3절에서 ‘대안 정식’을 통해 관행의 성립요건을 제시했다. 

관행 정식의 모든 조건을 갖춘, 특히 임의성과 준수 의존성을 충족하는 

관행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행인 ‘진성 관행’이다.426)

   문제는 관행의 개념요건을 충족하긴 하지만 사회・도덕적 기준에 비

춰보았을 때 대단히 문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

면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관행” 이

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여러 사례들을 떠올려보자. 물론 일상 언어의 부

426) ‘진성 관행’과 조될 수 있는 ‘비진성 관행’ 혹은 ‘사이비-관행
(pseudo-convention)’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  루이스의 “어떤 조정균형이 두 요
건[임의성과 준수 의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정 균형이긴 하지만 ‘관행 아
닌 것(nonconvention)’이다.”라는 설명이 비진성관행의 특징을 일부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Lewis, Convention, pp. 45-46.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진성 관행’이 ‘도덕 규범
적 관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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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 이론 안에서 그

것을 적절히 풀어내고 나름 정제할 수는 없을까? 일각에서는 관행 개념

은 기술적 용어(technical term)에 불과하며 그 자체는 가치 배제적 개념

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간편한 방식의 회의론 역시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특정 관행관을 전제하는 하나의 입장으로 여겨진다. 다

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부정적 사례들은 비록 ‘관행’이라는 언표를 사

용하고는 있지만 실질은 부정적인 악습이나 폐습에 불과하기에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제3장 제3절에서

도 논하였듯이, “관습 ≒ 관행 ＊ 습관화”라는 개념 도식을 받아들인

다면 설사 그것이 악습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중 일부는 관행 정식을 충

족한 질서가 부정적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나

쁜 관행’으로부터 유래하여 발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나쁜 관행’ 개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론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규범 일반론의 차원에서 

‘나쁜 규범’을 개념적으로 인정하는 실증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왜

냐하면 실증주의적 관점을 취할 때 규범을 분석적 차원에서 더 잘 해명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의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

째,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 문헌들을 통해 ‘나쁜 관행’의 가능성

을 시사하는 단서를 제시함으로써 회의론을 재반박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전략, 즉 실증주의적 규범관의 채택을 통한 논의부터 시작해보자.

   샤피로에 따르면 “당신이 하면 안되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 규범은 

유효하지 않은 규범(invalid norm)이다. 이것은 나쁜 규범인 것이지 규범

이 아닌 것(nonnorm)은 아니다.”427) 본고는 샤피로의 규범관에 동의한

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규범으로서 관행에 대해 ‘분류’의 문제

와 별개로 ‘평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428) 즉 규범은 규범이되 

427) Scott J. Shapro, Leg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pp. 40-42. 
428) 여기서 필자가 ‘분류’와 ‘평가’의 단계를 나눈 것은 방법론적으로 오스틴식의 실증주

의적 접근에 기초한다. 하지만 ‘준수 의무’까지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 187 -

‘나쁜 규범’, 즉 ‘나쁜 관행’을 판별하고 그 효력과 정당성을 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법적 관행’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이것이 바로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나쁜 관행’의 문제이다.429)

   관행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적 속성을 갖는, 소위 ‘나쁜 관행’

의 가능성은 사회적 관행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들을 통해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조정 관행 이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루이스는 그

의 저서 Convention(1969)에서 “조정균형은 현저하다(salient): 어떤 특징

적 의미에서 그것의 독특함에 의해 나머지로부터 두드러지는 것. 그것은 

특별히 좋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특별히 나쁠 수도 있다. 단지 수범자

가 알아차릴 식으로 독특해야 한다.”430) 고 적고 있다.

   머피의 글에서도 유사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설명은 개념적 

논의 차원을 넘어 실천적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물론 습관과 관행의 궁합이 언제나 행복한 것(happy one)은 아니다. 습관적 

관행은 종종 엄격하고, 기계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리고 멍청하다. : 정조, 모

욕, 그리고 결투를 정하는 관습적 습관들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습관에 대해 숙고하거나 비판적으로 도전하지 못한다. 심지어 그것들을 변경

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하는 때조차.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은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 이와 유사하게, 관행화된 습관들은 종종 성

가시고, 터무니없고, 불필요하고, 그리고 어리석다. 근대 초기의 법정(court 

life)을 통제하던 관습적 관행들을 생각해보라.431)

하트적 입장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렛사스(George Letsas)는 흥미
로운 주장을 편다. 그는 법에 관한 ‘비-도덕화된 설명’과 ‘도덕화된 설명’을 구분하고, 
전자는 “관행적 실천의 존재 문제와 그것이 우리가 복종해야할 실천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로 요약한다. 렛사스의 ‘도덕화된 설명법’에 해서는 본고 제3장 제2절 참고.

429) 양선숙 교수도 지적하기를, “통상적 관행론은 나쁜 관행과 좋은 관행을 구분할 수 없
다. CR을 만족하여 ‘관행’으로는 분류되지만 규범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는 행동규칙
이 가능하다. 만약 우리에게 법 이론으로서의 관행론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관행 일
반에 한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행’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양선숙, “법, 규범성, 그리고 규칙 준수의 동기에 한 관행론적 이해”, p. 48.

430) Lewis, Convention, p. 35. 또한 그는 ‘better convention’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만 이는 형식적인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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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의 설명이 갖는 특별함 중 하나는 ‘나쁜 관행’을 형성하고 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주된 경로로 습관화의 과정을 부각시킨 점에 있다. 

그는 ‘습관적 관행’ 혹은 ‘관습적 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종종 비합리적이고 반도덕적일 수일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관행 역시 부정적으로 평

가한다. 나아가 이러한 ‘나쁜 관행’에 대해서는 그것의 개선을 위한 

의도적인 개입과 변화의 감행이 용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는 달리, 관행 분석에 있어서 이유에 기반한 접근을 시도하는 마

머는 관행 그 자체의 속성을 논하기 보다는 그것에 따를 이유들의 종류

를 통해 ‘나쁜 관행’을 규정한다.

우리는 관행이 멍청하거나 단지 명백히 잘못된 것(just plain wrong)이라는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이 있

을 것 같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 관행 R을 따를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테지만, R을 따르지 않을 이유들 역시 있으며, 아마도 후자가 우세해

야한다. 규칙을 따를 이유란 모든 것을 고려한 판단(all-things-considered 

judgement)을 수반하지 않는다. 둘째, 그 관행을 따를 이유가 단순히 좋은 

이유가 아닌 경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이유의 본

성에 관한 그럼직한 견해에 따르면, 나쁜 이유와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나쁜 가치라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둘 중 어떤 것도 이유가 

있거나 혹은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그리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

다.), 우리는 어떤 관행에 따를 나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관행에 따를] 이유가 있지만, 이는 아마도 매우 약한 것이며, 대항력 있

는 고려사항들에 의해 즉시 기각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432)

   마머의 설명에 따르면 ‘나쁜 관행’은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관행

431) Murphy, “Habit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 of custom”, p. 66.
432) Marmor, Social Convention, pp. 7-8. 마머는 ‘도덕적 관행’도 그것에 따라야 할 

이유의 종류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조정 관행의 경우라면, 해결해야 할 조정 문제의 
성격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이유가 도덕적인지 여부에 의존하는 것이다. 마머의 관
행 이론에 한 상세한 설명은 본고 제2장 제3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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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야 할 ‘나쁜 이유’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유’의 본성

상 그것은 가치중립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에 의하면 

‘나쁜 관행’에 준수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거된다. 가령, 

부도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행이 있다면 그것을 따를 이유가 있긴 하

지만 이는 매우 약하거나 혹은 그것에 따르지 말아야 할 더욱 강력한 다

른 이유에 의해 물러나게 된다. 말하자면 이유들 간의 경합・형량을 통

해 ‘나쁜 관행’이 규정된다. 요컨대 ‘나쁜 관행’은 그것에 따르지 

말아야 할 더 강력한 이유가 존재하는 관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머는 

그런 이유가 무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을 진전시켜 본다면, 그 관행에 따르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의 실제 상황 조건들을 따져볼 수 있다.

2) ‘나쁜 관행’의 의미: 도덕적 차원과 비도덕적 차원

   ‘나쁜 관행’에서 ‘나쁜’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쁜’ 이라는 평

가적 속성이 갖는 불확실성이 있다. 관행의 맥락에서 ‘나쁜’의 의미는 

다원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나쁜 관

행’을 ‘도덕적으로 나쁜’이라는 의미로 한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왜

냐하면 제도적으로 승인된 실정법과는 달리, 잠재적 법원(法源)의 위상을 

갖는 ‘법적 관행’은 사법이나 입법 추론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

고, 이를 통해 다양한 차원의 평가 기준들이 적절히 고려되고 걸러지는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쁜 관행’의 의미를 판정하는 기준을 도덕적 차원과 비도덕적 차

원(non-moral dimension)으로 구분해보자.

(1) 도덕적 차원

   ‘도덕적 차원’에서의 나쁜 관행은 명백하게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즉 부도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가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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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C에서는 어떠한 승부 게임에서 패하게 되면 승자가 패자를 살해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행해져왔다고 해보자. 이것은 관행인가?433) 물론 직관

적으로도 살인 행위는 반도덕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규칙이 관행 정식을 충족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434) 그렇

다면 이는 진성 관행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나쁜’ 관행인 것이다.

(2) 비(非)도덕적 차원

   ‘비도덕적 차원’에서 나쁜 관행이 가능한 대표적 예로는 ‘과학적 

차원’과 ‘(법)체계 정합성 차원’을 들 수 있다. 생소할 수 있는 과학

적 차원의 예를 먼저 살펴보자. A 사회에는 오랜 기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줄서기가 시행되어왔다. 이는 급하게 가야하는 사람을 위해 한 줄을 

비워둠으로써 통행자를 배려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관행이다. 그런데 문

제는 한줄서기로 인해 하중이 한쪽에 쏠리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에스컬레이터 한줄서기 관행은 ‘안전’이

라는 과학적 차원에서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나쁜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435) 에스컬레이터 한줄서기는 관행 정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에 진성 관행이긴 하지만, ‘나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비도덕적 차원에서의 나쁜 관행이 가능한 또 다른 경우로 체계 정합

433) 극단적인 상 주의자이자 도덕 관행주의자인 하만은 살인행위까지도 관행으로 설명한
다. 길버트 하만 (김성한 옮김), 도덕의 본성, 철학과 현실사, 2005.

434) 반 로 이러한 반도덕적인 규칙에 해 관행의 지위를 부정하는 논증 역시 가능하다. 
제3장 제3절에서 필자가 제시한 안 관행 정식을 입해보자. 본고의 ‘ 안 정식’의 
첫 번째 조건인 “R은 특정한 목표나 가치를 전제로 하는 협력적 실천”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관행은 그것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나 목표가 합리적 주체로서 합당하게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임의성’ 조건과 관련해서도, 안관행을 가지고 있
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쁜 관행’이 아니라 애초에 ‘관행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어떠한 관행 개념 정식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435) 이 사례에서 ‘안전성’에 관한 사실적 요소는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다. 실제 몇 년 전 
한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을 한줄서기로 인한 하중 문제
로 추측하고 검사를 하였지만, 문제의 원인은 다른 기계적 요인에 있음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기서의 예는 비도덕적 차원에서의 나쁜 관행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특별한 목
적으로 고안된 가상사례로서, 진실성에 해서는 다소간의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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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반이 있다. 이는 여러 차원에서 체계적 속성436)을 갖는 ‘법적 관

행’의 경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덕, 종교, 정치, 법 등 여러 

종류의 규범 질서들 중에서 법규범이 갖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체

계성’과 ‘정합성’437)이다. 체계 정합성의 유지는 상・하위의 종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같은 층위 안에서의 횡적인 방향에서도 중요하다. 그런

데 만약 어떤 관행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속한 상위 체계와의 

정합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면, 이는 ‘나쁜 관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만약 어떤 관행이 동일 사안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칙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위법한 관행’으로서 ‘나쁜 관행’이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조항이나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반하는 관행438) 역

시 소위 ‘위헌적 관행’439)으로서 나쁜 관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무의미한 관행’과 ‘나쁜 관행’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나쁜 관행(bad convention)’은 

‘무의미한 관행(pointless convention)’440)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논자에 

436) 관행의 체계적 속성에 관해서는 본고 제3장 제2절 관행의 복잡성을 참고. 
437) 현 의 표적인 정합성 법이론들(맥코믹의 국지적・단순 정합성이론, 드워킨의 전체

적・복합적 정합성 이론, 페체닉의 더 강한 복합적 정합성 이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글로는, 안준홍, “법의 정합성에 한 서설”,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1.; 드워킨
의 이론을 검토하면서 integrity와 coherence에 해 간략히 잘 정리된 설명으로는 최
봉철, “드워킨의 『법의 제국』”,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2005, pp. 369-371.

438) “현실에서 반복하여 행해지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위반되는 것, 즉 「헌법규범
에 위반되는 관습」은 아무리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규범성을 획득할 수 없다. 이러한 것
은 실정헌법의 규범력상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헌법질서에서 배제되거나 바로잡아
야 할 성질의 것이다.”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11판, 박영사, 2016, pp. 25-26.;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법원 판례로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
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 법원 2005.7.21.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439) 실제 한국 정치사에서도 ‘위헌적 관행’ 여부가 논란이 된 사건이 있다. 정종섭, “ 통
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한 국회의 동의”, 헌법학연구, 제4권 제2호. 이 글에서는 “국
무총리서리” 제도에 한 논쟁을 다룬다. “국무총리서리” 제도에 해 박형오 의원은 
“헌법의 규정을 무시한 관행 아닌 관행” 으로, 권영성 교수는 “위헌적 관행”으로, 그리
고 그 글의 필자인 정종섭 교수는 “폐습”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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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무의미한 관행을 ‘실효적 준수가 결여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만, 본고는 보다 특별한 용법으로 그 의미를 세분한다. 무의미

한 관행은 약한 의미와 강한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약한 의미에서의 무의미한 관행’은 사람들이 그 관행을 거의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준수 의존적 이유가 제거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관

행 성립의 필수요건 중 하나는 일반적인 준수 의존성인데, 실효적 준수

가 없다면 그 관행은 ‘무의미’할 수 있다. 이것이 무의미한 관행의 일

차적 용법이다. 반면에 ‘강한 의미’도 생각할 수 있다. 제3장 제3절에

서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의 첫 번째 조건은 “관행은 어떤 가치

나 목적, 인간적 필요에 대한 규범적 응답으로서 특정한 목적이나 가치

를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선착순이나 한줄서기 관행은 

‘평등주의’ 가치를, 우측 주행은 ‘안전보장’과 ‘목적지에 정시 도

착’이라는 목적에 봉사한다.) 따라서 관행의 내용이나 작동은 애초에 

그것이 추구했던 목적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변환하면 일종의 ‘합목적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따

라서 만약 현실의 어떤 관행이 그것의 존재 조건을 이루는 가치나 목적

에 명백히 반하여 정립되거나 변질되어 왔다면 그 관행은 합목적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강한 의미에서 무의미한 관행’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의미한 관행’과 ‘나쁜 관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선 모든 단계의 ‘무의미한 관행’이 곧바로 ‘나쁜 관행’임을 함축

하는 것은 아니다. 무의미한 관행은 나쁜 관행으로 심화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나쁜 관행은 그 이상의 더 강력하고 객관적인 외적 기준에 

의해 판정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관행에 대한 이론은 

일종의 내적 기준으로서 관행 개념 안에서 그 품질을 일차적으로 평가하

고 관행성의 극단화를 제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440) 그린 역시 “무의미한 관행”을 언급한다. 그린은 무의미한 관행의 예로 유행에 뒤떨어
진 에티켓 규칙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가치있는 관행(valuable convention)” 이
란 개념도 사용한다.  Green,  The Authority of The State,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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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다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약한 의미 강한 의미

내용
사람들이 점차로 준수하지 

않아 실효성이 현저히 약화

애초에 그 관행이 전제한 

목적・취지에 위배

관행 정식 ‘일반적 준수 의존성’ ‘관행 정식 조건 (1)’

판단 기준 실효성 심사 합목적성 심사

위상
고유한 의미에서의 

‘무의미한 관행’

‘무의미한 관행’ & 가장 

약한 의미의‘나쁜 관행’441)

[표 6] ‘무의미한 관행’과 ‘나쁜 관행’

   위에 제시된 기준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시대와 사회, 그

리고 기술의 발달과 제도적 여건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특정 시대와 사회에서 ‘나쁜 관행’의 판정 기준에 대한 최소한

의 합의점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쁜 관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과 공적인 인식 및 공감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쁜 관행이 실제 

존재하고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 그에 대한 

가치 평가와 비판적 담론의 장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441) ‘나쁜 관행’을 판별하기 위한 객관적 심사 기준 마련은 별도의 후속연구를 요한다. 본
고에서는 잠정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심사기준 ‘나쁜 관행’의 핵심 내용

①
합목적성 심사

(내적기준)
관행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나 가치에 반하거나 이를 왜곡
하지 않는다.

②
정합성 심사
(외적기준)

공동체 P의 상위 규범질서 및 인접/연합질서와의 원리 및 체계 정
합성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

③
공정성 심사
(외적기준)

형평과 공정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A
관행을 통한 공통이익(共益, common interest) 실현이 공
적 이익(公益, pubic interest)을 현저히 위협하지 않는다.

③-B 민주적 공공성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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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적 효력 테제’

   앞서 우리는 ‘규범으로서 관행’ 이라는 명제 하에 관행이 갖는 규

범성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보통 규범 그 자체의 차원에서는 효

력과 정당성의 문제가 논의된다. 따라서 어떤 관행이 규범으로서의 자격

을 인정받게 되면 자연스레 효력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442)

1) ‘관행 존중의 원칙’의 의미와 위상

   관행은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규범적 질서로서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관행 존중의 원칙’이라 불러보자. 규범으로서 관행은 종교규범

이나 도덕규범과 같은 추상적인 이상적 질서가 아니다. 관행은 사람들의 

‘실천됨’에 의해 그 존재론적 효력을 부여받는 실효적인 사실상의 질

서이다. 관행은 선험적 원리나 초월적 이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

성원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와 헌신을 통해 형성・유지됨으

로써 정당성을 획득한다. ‘관행 존중의 원칙’의 기저에는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평온한 공존과 진정한 협력을 추구하는 이상이 자리한다.

   그런데 일부 실정법학에서는 ‘관행 존중의 원칙’이 법원칙의 위상

을 갖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행정법에서는 특히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을 신뢰보호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설명한다.443) 그리고 우리 대법

원 판례에서도 ‘관행 존중의 원칙’은 중요하게 논의된다. 따라서 관행 

존중의 원칙은 규범적인 근본 원리(underlying principle) 이상으로 실제 

442) “‘법의 존재(성)’에 관한 문제는 그것의 규범성과 효력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법규범이 효력 있다는 것은 그것이 법규범으로서 고유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법효력은 법의 존재방식인 것이다.”   
심헌섭, “법의 효력”, 법철학, 한국방송통신 학교, 1985, p. 48.

443) 박정훈 교수는 이에 관해 특별한 해석을 제시한다. 그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의 성격에 관해서, 신의성실, 신뢰보호, 관행에 의거한 자기 구
속의 법리, 관습법 등의 요소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pp. 153-154. (밑줄 표시는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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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히 

이어지는 물음은 “이에 대한 존중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444) 

“관행 존중의 원칙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일 것이다.

2) ‘추정적 효력 테제’의 의미와 근거

   관행 정식을 충족한 진성 관행은 우선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추정적 효력 테제(presumptive validity thesis)’라고 불러보자. 

‘추정적 효력/정당성 테제’를 통해 존재하는 관행은 일차적으로 정당

성을 갖는다고 추정된다. 다시 말해, 관행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인정

받은 진성의 법적 관행은 효력이 있으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 논

거로서 ①발생적 차원에서 획득된 민주적 권위에 기한 자기 정당성 획득

(‘발생적 정당성 논변’), ②조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조정력과 조

정적 권위(‘기능주의 논변’), ③심리학적 논거(‘심리학적 논변’)와 

④계약주의 논거(‘계약주의 논변’) 등을 검토했다.445) 즉 관행 규범성

의 원천을 해명하기 위해 동원된 논변들이 관행의 ‘추정적 효력 테제’

의 정당화 근거와도 연결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관행 정식을 충족한 진성의 관행은 그 자체로 효력 있는 규범이다.

②‘관행 존중 원칙’이 법적 명제로 변환된 것이 ‘추정적 효력 테제’이다.

   ‘추정적 효력 테제’란 무엇인가? 논제를 구성하고 있는 결합된 두 

가지 요소를 구분하여 살펴보자.

444) 법원 판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이에 한 존중은 어느 정도 해야 하나?” 라
는 질문에 한 약간의 답을 얻을 수 있다.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
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
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
도, (...)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법원 
2013.12.26.선고 2011두5940).”

445) 이에 관해서는 본고 제4장 제1절 제2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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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여기서 말하는 ‘효력’ 개념은 복합적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정당성(legitimacy)’446)과 호환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두터운 의미

에서의 도덕적 정당성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관행 정식을 충족하지

만 그 내용에 있어서 도덕적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관행은 도덕적 준

수 의무가 사후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나쁜 관행’일수는 있지만 여

전히 유효한 관행이다. 핵심은 사회적 정당성에 있다.

   일반적으로 법철학에서 효력 개념은 ‘사회학적 효력 개념’, ‘윤리

학적 효력 개념’, 그리고 ‘법학적 효력 개념’으로 구분된다. ‘사회

학적 효력 개념’의 대상은 사회적 효력이며, 규범은 준수될 때 또는 준

수되지 않은 경우에 제재가 가해질 때 사회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447) ‘윤리학적 효력 개념’의 대상은 도덕적 효력이며, 규범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때 도덕적으로 효력을 가짐을 뜻한다. 이는 사회적 

실효성이나 규정에 따른 제정성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도덕적 정당화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내용적 정당성과 관련된다.448) ‘법학적 효력 개

념’의 대상은 법적 효력이다. 법적 효력 개념은 사회적 효력을 반드시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법적 효력은 오로지 법적 효력의 독특한 성격에 

관련되며, 이는 사회적 효력 개념 및 도덕적 효력 개념에 대하여 대비되

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좁은 의미의 법적 효력 개념에 따르면 규범은 권

한 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제정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때 효력을 갖는다. 즉, 규범은 규정에 맞게 제정되었을 때 법적으

로 효력을 갖는다.449) 이러한 세 차원의 효력 개념은 보통 실효성

446) ‘정당성(legitimacy)’ 개념에 해서도 학자마다 다양한 이해방식을 보인다. 예컨 , 
김도균・이상영 교수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정당성’으로 번역한다. 이상영・김도균, 법
철학, 한국방송통신 학교출판부, 2011. 빅스도 이 용어를 “실천, 제도 혹은 전체 체계
의 도덕적 가치를 언급하는 용어”로 정의한다. Bix, A Dictionary of Legal Theory, 
p. 126. 반면에 조홍식 교수는 계통 혹은 계보학적 차원에서 볼 때 적통에게 부여되는 
가치로 이해하며, ‘정통성’으로 옮긴다. 조홍식,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p. 296. 또 
정치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정당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법철학 분야에서의 
통상적인 번역 용례를 따라 ‘정당성’으로 옮기되, 내용에 있어서는 순전히 도덕적 차원
에서의 옳음에 한정하지 않는다.

447) 로베르트 알렉시 (이준일 옮김), 법의 개념과 효력, 고려 학교출판부, 2007, p. 122.
448) 알렉시 (이준일 옮김), 위의 책,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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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정당성(legitimacy), 그리고 합법성(legality)으로 표현된다.

   관행이 좁은 의미에서의 ‘법’은 아니기에 법학적 효력 개념, 즉 합

법성은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다.450) 관행은 본질상 ‘실천됨’으로써 그 

존재가 보증된다451)는 특징(‘일반적 준수 의존성’)이 있기에 진성의 관

행은 그 자체로 사회적 효력을 획득한다. 만약 특정 관행에 대한 사람들

의 위반이 극단화되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합당하게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태라면 그 관행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관행의 경우는 효력 발생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에 있어 공식

적인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관행의 개념 정의상 ‘일반적 준수’를 성

립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관행은 일종의 현재 완료적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관행주의가 역사와 

맥락을 강조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듯이, 관행의 사회적・도덕적 가치

를 논함에 있어서는 역사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적어도 

‘법적 관행’의 효력을 판정하는 맥락에서는 현재완료 형태에서도 현재

성이 더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추정적 효력 테제’에서 말하는 ‘효

력’은 일차적으로는 ‘정당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실효

성’ 확보를 전제할 때 가능하다.

   둘째, ‘추정적’의 의미이다. 관행은 그것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자

율적이고 자기 보강적인 과정을 통해 성립 자체로 이미 일정한 효력과 

정당성을 획득한다. 특히 조정 관행의 경우에는 조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합리적인 실천력 덕분에 일차적으로 그 존재론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이

는 도구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효용성’을 이념으로 하는 관행질

서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그리고 해당 공동체 내에서 법규칙이 부재하

449) 알렉시 (이준일 옮김), 위의 책, pp. 125-126.
450) ‘합법성’은 관행과 법의 관계를 논하는 맥락에서는 일종의 규범 충돌과 관련하여 중

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다음은 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 법
원 2013.12.26.선고 2011두5940)

451) 마머는 이를 ‘실행-의존성(practice-dependence)’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Marmor, 
Social Convention, p. 4.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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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관행이 그보다 더 큰 규범력을 획득하고 있다면 이는 구성원들에게 

합당하게 수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관행은 제정법과 같이 공식 절차의 개입이나 통제적인 제도

적 권위에 기해 효력을 보증 받지는 않는다. 대신 자율적인 성립과 발전 

과정 자체로부터 탈 집중화된 민주적 권위가 획득되어 정당성을 추정 받

는다는데 첫 번째 특이점이 있다. 다만 관행의 추정적 효력은 잠정적이

며, 사후적으로 효력이 박탈될 수 있다는 데 두 번째 특이점이 있다.

3) ‘추정적 효력 테제’의 문턱점과 임계점

   관행의 효력은 종국적이거나 확정적이지 않다. ‘추정적 효력 테제’

는 문턱점과 임계점을 갖는다. 예컨대 조정 관행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정력에 기한 기능주의 논변이 ‘추정적 효력 테제의 문턱점’ 역할을 

한다. 그런데 법적 영역에서는 그 임계점에 대한 인식과 규범적 판단이 

특히 중요하다. 즉 나쁜 관행 질서가 무한정 용인될 수 있는지, 만약 아

니라면 그것의 효력과 법적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된다. 요컨대, 특히 법적 영역에서라면 관행의 추정적 효력은 재고되고 

재평가 받는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그것에 따라야할 책무성이 산출되고, 심지어 제도적으로 공인된 법적

관행이나 관습법을 이루는 강력한 규범적 관행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한 심사기준에 따라 ‘나쁜 관행’으로 평가받게 되면 그 ‘추정적 효력

의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관행’

을 따를 일반적인 준수 의무는 부인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추정적 

효력 테제’가 만들어내는 실천적 효과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는 최

근 우리 사회에서 공론되는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테제’가 법의 영역

에서 구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의 차원과 법 이론의 연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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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쁜 관행’의 평가와 그 처우

1) 관행 평가

   관행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나쁜 관행’을 규율

할 이론적 자원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는 관행의 개념이나 본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온전히 확보가능한가? 다음의 두 질문으로 정리해보자. 

① 관행성의 타락이나 극단화를 규율하는 원리를 관행의 개념이나 본성 안

에서 구할 수 있을까? 관행 정식은 최소한의 심사기준 역할을 하는 내재적 

개념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 <내적 제약 원리의 가능성 문제>

② 관행에만 특화된 비판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까? 

: <외적 제약 원리의 독자성 문제>

   우선 첫 번째 물음부터 살펴보자. 극단화되거나 변질된 관행의 임의

성을 순치시키거나 제약하는 원리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다시 말

해 관행성의 극단화를 규율할 내적 제약원리는 가능한가? 이 문제와 관

련하여 본고 제3장 제3절에서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대안 정

식’으로 약칭함.)의 첫째 조건인 “규칙 R은 특정한 목표나 가치를 전

제로 하는 협력적 실천”을 통해 ‘합목적성 심사’의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 조건 (1)에 따르면, 관행은 반드시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전제로 

하며, 그 질서는 협력적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만약 어떤 관행이 애초

에 그것이 전제하는 가치나 목표에 현저히 반하게 된다면 이는 조건 (1)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관행 자격성은 부인된다. 

또한 진성 관행이 아니라면 당연히 추정적 효력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특정 관행이 전

제하는 가치나 목표는 꼭 도덕적인 것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안 정식에서 ‘협력적 실천’이라는 요건 역시 소극적으로만 기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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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쁜 관행을 규율할 수 있는 적극적 기준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요컨대, 대안 정식의 첫 번째 조건은 일종의 ‘합목적성 심사’로서 

‘나쁜 관행’을 판정할 최소한의 문턱 기준은 되지만 적극적인 통제 원

리가 되긴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관행 외부의 규준에 호소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연히 두 번째 물음으로 넘어간다.

   두 번째 물음, 즉 관행에만 특화된 평가 규준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

할까? 다시 말해, ‘나쁜 관행’을 판정할 독자적인 외적 제약 원리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관행에만 특화된 독자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합당하지도 않다. 전술하였

듯이, 관행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사회적 규칙이며 이는 공동체 내 구성

원들에게 규범으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규칙 이론이나 규범일반

이론 혹은 정의론 등에서 널리 수용되어온 다양한 규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예컨대 소극적 평가 기준으로서 하트가 비판도덕을, 라드부르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부정의’라는 공식을 제시한 것과 유사한 차원의 

논의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대해

서도 가치판단과 ‘평가’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이론적이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관행의 특

수성을 보존하면서도 보편적 원리와 조화 가능한 기준 마련이 요청된다.

2) ‘나쁜 관행’의 효력 및 위상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들이 있다. 관행의 추정적 효력을 무효화하

는 본고의 이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나쁜 관행’으로 판정된 것은 개념적으로 아예 ‘관행 아닌 

것’이 되는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관행이다. 관행인지 아닌지의 자

격 여부는 제3장에서 제시한 관행 개념 정식을 통해 판정된다. 즉, 진성 

관행은 임의성과 준수 의존성을 핵심으로 하며, 대안 정식의 존재 조건

들을 충족하면 자격은 인정된다. 둘째, 그렇다면 이 이론의 위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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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 비교하건대, 이는“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법률은 

법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는 라드부르흐 공식과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실증주의적 규범관을 채택한다. ‘나쁜 관행’

도 여전히 ‘관행’이다. 심사를 통해 부인되는 것은 그것에 따를 일반

적 준수 의무일 따름이다. 만약 그 대상이 공식적인 법이라면 그것에 복

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어김없이 복종하고 자유로이 

비판하라”는 실증주의적 신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효화

를 통해 부인되는 관행적 책무의 종류와 속성은 무엇일까?

   법에 복종해야 할 법적 의무와 비-법적 의무 혹은 도덕적 의무의 관

계를 보다 일반적인 사회규범의 맥락으로 변환해보자. 마머는 이를 “내

재적 책무(internal obligation)”와 “외재적 책무(external obligation)”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판사가 해당 법체계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말해주는 궁극적인 승인 규칙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마치 

체스게임 경기자가 그 게임에 참여하는 한 복종해야 하는 경기자의 의무

와 같다. 이는 사회적 실천 혹은 제도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내재적 책무

이다. 하지만 판사나 체스게임 경기자는 그 관행에 따라야 할 도덕적 혹

은 외부적 책무는 없다고 그는 설명한다. 본고가 나쁜 관행에 대해 심사

를 거쳐 부인된다고 주장하는 책무는 바로 이런 ‘외부적 책무’로서의 

일반적 준수 의무이다. 그러나 관행이 법이 아닌 이상, 이런 논의가 무

슨 실익이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3) ‘나쁜 관행’의 처리

   만약 문제되는 관행이 대규모의 제도화된 조직이나 사회 전반에 중대

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의 개혁 작업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고

려될 수 있다.452) 예컨대, 박효종 교수는 ‘불의한 관행’이나 ‘비효율

452) 헌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심판 사건(2015
헌마236, 412, 662, 673 위헌확인 사건 병합) 합헌 결정문에서 “부패가 감소하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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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행’에 대한 교정자나 개혁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관행적 규범의 창출을 국가권위의 원천으로 간주하려는 관행주의자들의 접

근방식은 관행적 규범의 특성과 국가권위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하

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국가 권위의 기능이란 조정 문제에서 해법을 제시하

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 문제의 해결책이 경직된 형태로 공고화되지 못

하도록 발휘하는 데 있으며, 혹은 비관행적인 해결책을 강행하는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략) 결국 효율성과 정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기존의 관행

을 깨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할 것이다.453)

   인용문에 따르면, 국가 권위의 기능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조정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정 관행을 교정하거나 혁파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효율성과 정의(正義)라는 이념이 작동한다.

   본고 역시 이 견해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한다. 즉 ‘나쁜 관행’의 교

정자이자 개혁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설명은 타당하다. 하지

만 관행규범의 개혁자로서 국가의 독립적인 역할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

다. 예컨대 가정의례준칙의 실패 사례, 미국 금주법의 실패 사례454)와 같

은 여러 역사적인 실증 예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쁜 관행을 해결

하기 위한 국가 주도적인 교정과 개혁 작업이 집행의 효율성이나 비용적

인 면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나 

공감에 기반한 자발적 협력을 얻지 못하면 전보다 더 큰 부작용과 폐단

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관행성’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준수 의존

성’ 역시 관행의 성립뿐 아니라 소멸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강조 및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453) 박효종, 국가와 권위, p. 382.
454) 이에 관한 간단한 설명으로는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 학교출판부, 

2010, pp. 36-40.을 참고. 이 책에서는 법사회학 패러다임 중 문화이론의 핵심 명제 
중 하나인 “법은 관습을 변화시키지 못한다”에 관한 실증례로 이 사례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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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두 가지 점에 비추어보면, 나쁜 관행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서 

국가의 강력한 통제적 권위에 기한 일방적인 개혁 작업은 일시적이고 표

층적인 문제 ‘처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결’이나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나쁜 관행’의 경우에도 그것의 자연스럽고도 근본

적인 해결 방식은 관행성의 본질에 기초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나쁜 관행’에 대한 공동체 전반의 보편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유

된다면 사람들은 점차 그 관행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그 질서

의 관행성은 약화되어 ‘무의미한 관행’이 되며, 결국 관행으로서의 위

상이 소멸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즉 ‘나쁜 관행’이 역으로 ‘무의

미한 관행’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관행 아닌 것’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기획이나 사건에 의

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관행이 성립하고 강화되는 점진적 과정이 참여

자들의 상호작용과 자율 메커니즘에 의존하듯이, 나쁜 관행의 근본적인 

해결 역시 본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방식에 의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

러한 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쁜 관행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을 이론화하고, 동시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의 두 가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나 통제적 개입은 ‘나쁜 관행’ 의 해결

을 위한 보완책이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결합될 수 있다. 그러

나 그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중심적인, 선도적 방법이 되는 것은 적절하

지 못하다. 그런 식의 방책은 관행 이론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탐구해

온 관행이 갖는 독특한 가치와 결을 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접근이 사회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민주적인 

사회적 관행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침해하고, 그로 인해 법질서 전체에 

대한 반감까지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나쁜 관행’ 문

제의 해결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유권적 정책이나 비용 지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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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적인 원조의 필요성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둘째, 결국 ‘점차적으로 실효적 준수가 소멸됨’ 이라는 사실적 사

태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단추는 ‘나쁜 관행’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공적인 평가에 있다. 제도 개혁

은 언제나 인식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쁜 

관행’의 효력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비판적 담론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 직면한 개별 행위자의 준수 의무를 논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제도적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관행성’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달성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 다각적인 협

력적 노력의 필수성을 정당화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서 본고의 관행 이론은 일응의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사회적 관행’에서 ‘법적 관행’으로

1. 일상 사례에의 적용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론에서 제시했던 일상적인 설명 사

례455)로 돌아가 보자. 이하에서는 본 연구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간략히 보이고자 한다. 친숙한 일상 사례에 이론을 적용해봄으

로써 추상적 논의로 인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독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

인다. 제시된 설명 사례들은 관행과 관련하여 본고가 다루려는 주요 논

455) 각 예시들은 관행 개념과 본성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특정 쟁점을 부각시켜 필자
가 의도적으로 고안한 가상 사례이다. 따라서 이 주제와 직결되지 않는 부수적 요인과 
쟁점들은 통제된 것으로 양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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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을 담고 있기에 경계 사례의 성격이 강하다. 이 사례들을 재검토하

고 대안 이론에 근거해 답을 내리면서 관행의 개념과 효력, 그리고 그 

평가 문제에 대한 본고의 입장이 보다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1) 선착순 사례

① <선착순 사례>: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린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탑승한다.”는 선착순 규칙에 따

라 탑승 순서가 정해지고 질서가 유지된다. 어느 날 만삭의 임산부 (갑)녀가 

줄의 뒤편에 서있었는데 위급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줄의 순서에 따르면 

버스가 도착할 때 (갑)녀는 탑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들은 우왕좌왕한

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을)은 자신이 줄의 맨 끝에 있었는데 급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며 끼어들기를 요구한다. 결국 ‘선착순’의 의미 해석에 

관해 논쟁이 붙었고 버스 탑승 순서 결정에 혼란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탑승

권자를 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규칙으로서의 ‘선착순 관행’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② <풀이>: ‘선착순 관행’은 존재한다. 관행은 자연종과 같은 발견의 대상

이나 확정적인 폐쇄적 완결체가 아니다. 관행은 실천적 추론과정에서 일종의 

매듭 역할을 하며 여건에 따라 변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관행의 본질은 규

칙이며, 규칙은 적용에 있어서 해석을 요하거나 의견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의견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은 대상이 되는 ‘그것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 의견불일치나 애매성이 있다는 이유로(‘불확

정성’)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제3장 제2절)

2)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사례

① <한 줄서기 사례>: A 사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한 줄서기’ 라

는 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가 유지되어왔다. 즉, 혼란을 방지하고 급히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사람들은 오른쪽에 한 줄로 선다. 에

스컬레이터에 진입한 행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에 일렬로 서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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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인지함으로써 본인도 자연스레 오른쪽에 서게 된다. 그런데 알고 보

니 이 규칙은 순수하게 시민들의 상호작용과 자발적인 행위 수렴을 통해 형

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특정한 필요 하에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 시행을 통해 촉발되고 의도적으로 수립한 질서였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한 줄서기’는 관행인가?

② <한 줄서기 변경 사례>: A 사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한 줄서

기’가 정착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한 줄 서기로 인해 하중이 

한쪽으로만 쏠리면서 기계에 무리를 주어 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었

다. 결국 과학적 시험과 평가 결과 ‘안전성’을 이유로 국가는 한 줄서기를 

폐지하고 ‘에스컬레이터 두 줄서기’로 변경한다.456) 이후 에스컬레이터에 

“두 줄로 서서타기 미안해하지 마세요.”라는 표지판까지 붙이며 적극적으

로 캠페인까지 벌이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오른쪽에 일렬로 선다. 그리고 어

쩌다가 왼쪽에 서게 되면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듯한 심리적 압박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연스레 오른쪽으로 비켜선다. 또한 급한 용무가 있어 왼

쪽에서 걸어 올라가던 사람도 앞 사람이 왼쪽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면 마치 

자기가 권리자인양 주저 없이 그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한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한 줄서기’는 관행인가? 묘사된 이런 현상은 무엇을 함축하는가?

③ <풀이>: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한 줄서기 사례①>는 본고의 사회적 

관행 정식 요건을 충족하는 ‘진성 관행’을 묘사한다.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는 바쁜 사람들을 배려하고 무질서로 인한 충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형성된 협력적 질서이며, 동시에 준수할 이유가 있는 규칙이다. 또

한 ‘오른쪽’ 한 줄 서기 규칙에는 ‘왼쪽’ 한 줄 서기를 포함한 여러 

대안 관행들이 존재하기에 ‘임의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나 역시 준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준수 의

존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는 진성 관행이다.(제3장 제3절) 최초

456) 이 사례에서 논점 중 하나로 설정된 ‘안전성’에 관한 사실적 요소는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다. 실제 몇 년 전 한국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을 사
례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줄서기로 인한 하중 문제로 추측하고 검사를 한 결과, 문제
의 원인은 다른 기계적 요인에 있음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앞서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여기서는 관행의 다양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 하에 고안한 ‘가상 사
례’이기에 이 점에 해서는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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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행이 설사 어떤 외부적 압력이나 의도적 계기를 통해 촉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유지와 존속이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자율 메커니

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이는 관행이라 볼 수 있다. (제3장 제2절)

   그러나 <한 줄서기 변경 사례②>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에스컬레

이터 오른쪽 한 줄서기’는 과학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도덕

적 차원에서 ‘나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정적 효력’

을 상실한다.(제4장 제2절) 다만 이 사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첫째, 관행

의 소멸이나 변경의 즉각적이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가가 개입했다는 

점, 둘째, 정책적으로 규칙이 변경된 이후에도 참여자들이 보이는 반응

은 관행이 갖는 규범성의 독특한 양상과 작동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위의 사례를 통해 관행이 갖는 변화와 집행, 그리고 제재 메커

니즘의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다. 관행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법

보다 참여자들에게 더 강한 구속력을 발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익과 

공익 실현이라는 문법과 함께, 위반자에 대한 비난이나 자책을 통해 모

종의 적대적 반응을 표출하는 규범의 특징457)이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한 줄서기’관행의 경우에도 그대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제4장 제1절)

3) 여성 할례 사례

① <여성 할례 사례>: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여성할례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매년 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수는 200-300

만 명이며 하루에만 6,000명 정도의 여자 아이들이 할례를 받다가 죽음의 위

기에 내몰리고 있다. 여성 할례는 일부다처제가 보편적인 아프리카나 이슬람

권에서 남편이 모든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외도를 막아 보려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의 여성인권 유린에서 비롯

되었다는 의견, 또 특정 지역(또는 부족)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악마의 

장난이라 생각하여 여성을 악마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성 할

457) Peter Winch, “The Nature and Conventio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60,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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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자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성할례는 ‘관행’인가?

② <풀이>: 여성 할례는 관행이 아니다. 진성 관행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동등한 대안 관행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뜻하는 ‘임의성’

에 있다. 그런데 여성할례의 경우에는 적절한 대안 관행이 존재하지 않

는다.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대안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자격을 갖춘 대안이 될 수 없다.458) 결

론적으로 “여성할례는 관행이긴 하지만 ‘나쁜 관행’” 이라는 판정이 

아니라 애초에 관행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종의 ‘사이비-관행

(pseudo-convention)’으로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엄 한 의미에서 

‘진성 관행(genuine convention)’이 아니다.(“반도덕적이어서 관행이 

아니다”라는 논변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 할례는 오히려 

특정한 종교 규범이거나 단순한 악습의 성격이 강하다.(제3장 제3절)

   요컨대, 발생적 차원에서 볼 때 종교적・문화적 편견이나 어떤 경제

적 필요 때문에 의도적으로 구상되거나 확립된 수많은 폐습적 질서들이 

본고의 대안 정식에 비춰보면 진성 관행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다.

4) 대학원 성적 평가 사례

① <학점 부여 사례>: A 대학 대학원의 신임교수 (갑)은 외국에서 학위를 취

득하고 첫 부임하여 B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A 대학은 정책상 일반대학

원생과 전문대학원생이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신 성적 평가는 두 

집단이 별도로 이뤄진다. 당해 학기에 B 수업에는 총 20명이 수강하였고, 그 

중 절반이 일반대학원 소속 학생이다. 그런데 A 대학 일반대학원에는(좀 더 

확장하자면 이 사회에서 일반대학원에서는 대체로) 암묵적으로 두 가지 규칙

이 존재한다. 첫째는 일반대학원에서 학점 “B”는 사실상 학부에서의 

“C” 학점을, “C”는 학부에서의 “D”나 “F” 학점과 상응한다는 것이

다.(그리고 일반대학원에서 “C”학점 부여는 “나는 더 이상 너를 이 수업

에서 보고 싶지 않다”는 교수의 우회적인 의사표시로 여겨지기도 한다.)  

458) 안 관행의 조건에 관해서는 본고 제3장 제3절 설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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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문대학원의 성적 평가는 학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또한 구성원들 사이에는 대학원에서의 학점 부여가 교수와 수

강생들 간의 이런 ‘상호 기대’에 입각하여 이뤄지리라는 신뢰가 있어왔다.

   이러한 내부 ‘관행’을 알 리 없는 신임교수 (갑)은 B 수업의 일반대학

원 소속 수강생들에게도 전문대학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5

명이 “C”를 받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들은 적잖이 당황했

지만, 결국 이러한 사태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공식적인 성적이의제기 신청 

기간도 종료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학기 말에 다른 교수들과의 대화 중에 

(갑) 교수가 이러한 ‘성적 평가 관행’에 대해 듣게 되었고, 학생들이 받았

을 충격과 배신감을 생각하며 큰 죄책감에 스스로 휩싸인다. 결국 (갑) 교수

는 주위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말서’까지 작성하면

서 무리하여 “관행에 따라” 성적 정정을 감행한다. 그 어떤 외부적 압력이

나 요청도 없었고, 오히려 동료 교수들의 이해와 만류가 있었지만 (갑)은 

“관행을 따랐다.” (갑) 교수의 이러한 행동은 본고의 관행 이론에 비추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그것은 진정 구속력 있는 관행인가?

② <출석 체크 사례>: A 대학 대학원의 C 수업 수강생들 중에는 관련 분야

의 실무자들이 많다. 그들은 바쁜 업무의 와중에도 각자 나름의 목적과 필요

에 따라 학업을 병행한다. 그런데 사실상 겸업을 하는 바쁜 실무가 수강생들

에게 엄격한 출석 체크는 큰 부담이 된다. 결국 그들은 담당 교수에게 의무 

출석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부탁한다. 담당 교수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

와 배려를 구하는 실무가 학생들의 요청을 외면하기가 어려웠고,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업 수강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한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 속에, 결

국 C 수업에서는 ‘이원적 출석 체크 규칙’이 마련되었다. 즉, 실무가 수강

생의 경우에는 최소한 수업 첫날과 본인의 발표 일에만 의무 참석하면 된다

는 일종의 내부 규칙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규칙은 구성원 대다수에게 공

동으로 인지되고 준수되어왔다.(C 수업이 폐강되는 것보다는 개설되는 것을 

선호한 전업 학생들도 이를 묵인한다. 실무에는 별 뜻이 없는 한량 프리랜서 

(병)도 특별히 배려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따라 결석을 한다.) 

   어느 날 신임 교수 (갑)이 부임하여 C 수업을 새롭게 담당하게 되었다. C 

수업 출석 체크를 둘러싼 그간의 역사와 내막을 모르는 (갑) 교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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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라 모든 수강생들에게 매 수업마다 동일하게 출석 체크를 한다. 실

무가 수강생 (을)은 그간 이원적으로 시행된 C 수업의 출석 체크 관행에 대

한 ‘정당한 기대(?)’를 갖고 수강신청을 하였는데, 그런 기대가 좌절된 데

에 부당함을 느낀다. 결국 수강생 (을)은 (갑) 교수에게 ‘C 수업의 관행’을 

말해주면서 시정을 요구한다.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려는 

대학원 제도에서, 이러한 이원적 출석 체크 규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

행’인가? (갑) 교수는 그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

③ <풀이>: <학점 부여 사례①>은 관행이 갖는 규범성의 독특한 양상과 

특질을 잘 보여준다. 우선 수정된 관행 정식을 충족한 진성 관행은 특정

한 공동체를 전제로 한 지역화된 규범의 속성을 갖는다. 즉 해당 공동체

의 특별한 역사와 맥락을 바탕으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적 

수렴을 통해 그 사회의 조정 문제 해결에 적합한 나름의 최적화된 해법

으로 마련된 산물이다. 따라서 발생학적 차원이나 기능적 차원에서 볼 

때 일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한다. 또한 공식적인 법규범과과 비교해보면, 

관행은 외적 강제나 제재의 위협보다는 참여자들의 내적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행이 공식적인 법규범보다 당

사자에게 더 큰 구속력과 책무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출석 체크 사례②>에서의 ‘이원적 출석 체크’는 본고의 설명에 따

르면 소위 ‘나쁜 관행’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칙은 우선 ‘수정된 사

회적 관행 정식’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기에 ‘진성 관행’이다.(제3

장 제3절) 그러나 이 관행은 일부 구성원들 간의 공통 이익(共益, 

common interest)이 보편적인 공적 이익(公益, public interest)에 부합하

지 못한다. 그리고 형평과 공정성 원리에도 위배된다. 또한 출석 체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의 규범 질서인 학칙에 위반되기에 체계 정

합성도 문제된다. 따라서 C 수업에서의 출석 체크 관행은 ‘나쁜 관행’

이며, 추정적 효력의 임계점을 넘어 효력이 부인된다. (갑) 교수는 그것

에 따를 일반적 준수 의무가 없다.(제4장 제1절,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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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관행’에서 ‘법적 관행’으로

   지금까지 사회적 관행 일반의 차원에서 관행의 개념, 존재 및 강화 

조건(제3장), 그리고 효력과 평가 문제(제4장) 등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특히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을 도출하고, ‘동적 관행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위 ‘나쁜 관행’을 소재로 삼아 

대안 정식을 충족한 진성 관행에 대한 ‘관행 존중의 원칙'과 ‘추정적 

효력 테제’를 주장하고 그 의미를 해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독자에게 친숙한 일상 사례에 이 이론을 적용하여 

풀이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의 ‘대안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의 논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론의 설명력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 길을 돌아, 이제 본고의 부제이기도 한 “사회적 관행에서 법적 

관행으로”라는 명제의 문 앞까지 도달하였다. 본고 서론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①‘일반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

의 차원에서 기존 이론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선된 사회적 관행 이론을 

마련하고, ②법적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되는 ‘법적 관행’ 개념과 

법이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이론으로서 관행 이론’을 정립

하는 것이다. 그 전환점이 바로 여기이다.

   ‘법적 관행’은 ‘사회적 관행’의 특별한 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법 이론으로서 관행 이론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의 상당 부분은 제4장까

지의 논의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 본고의 대안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제5장에서는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학적 

관행 이론’의 단계로 도약한다. 이제 “사회적 관행에서 법적 관행”으

로 연구의 초점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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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의 관행: 관행 이론의 법적 적용

   이제 본격적으로 ‘법의 관행(Conventions of Law)’459)을 논하고, 본

고의 관행 이론이 법적 맥락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 살펴볼 단계에 이

르렀다. 제1절에서는 ‘법적 관행’의 성립 요건을 담은 ‘법적 관행 정

식’을 정립한다. 제2절에서는 우리 최고 법원 판례를 관행 이론적 관점

에서 분석함으로써, 본고의 대안이론이 법 실무나 실정법학에 갖는 함의

를 고찰한다. 제3절에서는 ‘법에 있어서의 관행’ 이란 명제 하에 기존

의 법철학적 관행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후, 본 연구가 법 이

론 영역에 갖는 의의와 시사점을 논한다.

제1절 법적 관행 정식

1. ‘법적 관행’ 개념의 필요성과 가능성

1) ‘법적 관행’ 개념의 필요성

   법학자가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다루는 관행은 공식적인 법적 분쟁에

서 판단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다. 법적

으로 유의미한 관행은 예컨대 ‘통화 중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을 때는 

최초 발신자가 다시 전화걸기’(루이스), ‘만찬 초대에 응한 후 감사노

459) 본고에서 ‘법의 관행(Conventions of Law)’ 이라는 표현은 ‘법적 관행(legal 
convention)’ 보다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는 법과 관련된 영역에서, 법과 관
련된 모든 종류의 관행을 포괄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Law’에 한 다양한 층위의 해석
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법적 적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본 장에서는 법과 관련된 다양
한 담론 영역, 예컨  법이론과 법실무 등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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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보내기’나 ‘부서회의에서 정장하기’(길버트) 등과 같은 순수한 사

회・문화적 관행이나, 길버트가 그토록 강조한 일상적 관행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법 공직자들과 일반 시민 사이에서 ‘관행’

이란 이름으로 통용되는 규준들 역시 사회적 관행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에는 부족함이 있다.460) 따라서 보다 생산적인 논의와 적실한 성과를 얻

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담론 영역의 특수성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법적 관행’ 개념이 필요하다.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법적 관행의 예로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불)법적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 관행 이론들은 법적 관행 개념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때문에 그 이론들을 법적 맥락으로 

번역하였을 때는 설명력이 부족하거나 규범성과 관련한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법과 관련된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논의되는 관행, 즉 

‘법적 관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학적 관행 이론’이 필요하다.

2)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 재고(再考)

   ‘법적 관행’은 사회적 관행의 특별한 한 유형이기에,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관행 개념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행 정식’에 ‘법

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법적 관행 정식’을 

완성해보자. 본고 제3장에서 제안한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이하 

‘대안 정식’으로 줄임.)은 다음과 같다.

460) 일상적인 순수 사회・문화적 관행과 법적 관행을 구별하려는 발상은 드워킨의 문헌에
서도 발견된다. 드워킨은 “일상적으로 매우 세세하고 좁은 것[관행], 예컨  전화가 끊
어졌을 때 어느 쪽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가에 관한 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서 이를 법적 관행과 구별한다. 그런데 드워킨은 사회문화적인 관행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으면서 그것과 차별화되는 법적 관행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법률과 
선례와 같은 주된 법제도가 관행”이라고 말한다.  드워킨 (장영민 옮김), 법의 제국,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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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조건들이 획득되면, 어떤 규칙 R은 사회적 관행이 된다.

(1) R은 특정한 목표나 가치를 전제로 하는 협력적 실천으로,

(2) 일정 규모의 집단 P의 구성원들에게는 상황 C 하에서 R을 준수할 이유 

혹은 이유들의 조합 A가 존재하지만, R에의 준수 이유가 참여자들에게 반드

시 명확하게 인식/공지될 필요는 없다.

(3) P의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 C에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 준수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 R을 준수하기를 선호하리라 기대하며, 일반

적 준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R을 준수한다. 

(4) 하나 이상의 잠재적인 규칙 R＊가 존재하며, 만약 상황 C에서 P의 구성

원들이 실제로 R＊를 준수한다면, 이 사실은 R 대신에 R＊를 준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상황 C에서 R과 R＊를 동시에 준

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5) R은 그것의 생성/소멸에 있어 명시적 합의/약속 등의 시점적 절차를 요

하지 않으며, 정규성의 경우에도 단선적인 시간 지속성은 요하지 않는다.

   ‘법적 관행 정식’을 완성하기 위해 위의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

식’에 ‘법적’이라는 용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건들을 추가해보자.

2. ‘법적’ 요건의 구체화

   어떤 규칙이 사회적 관행 정식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다음 요건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면 ‘법적 관행’으로 인정된다. 법적 관행을 규정하

기 위해 추가된 아래 항목들의 성격은 논리적인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는 법적 관행이 될 수 있는 경로들을 예시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① 관행의 형성과 실행에 관여된 행위자 중 일부가 법체계상 공적인 지위를 

갖거나 그러한 역할과 연관된 경우: ‘법 공직자 관행’

② 관행의 내용이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헌정 관행’

③ 관행이 법규범에 의해 창출되고 인정된 경우: ‘실정법적 관행’

④ 관행이 만약 분쟁화 되었을 때 관계인의 직접적인 법적 권리・의무 관계

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이된 법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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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에 따라서는 ②‘헌정 관행’은 ①‘법 공직자 관행’에 포함된

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③‘실정법적 관행’과 ④‘전이된 법적 관

행’도 그 기원에 있어서는 중첩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각 항목은 분명 

독립된 설명 대상과 영역도 갖고 있기에, 이러한 일차적 구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우선 각 기준들의 내용을 살펴보자.

1) 법 공직자 관행

   어떤 관행의 형성과 실행에 관여된 행위자 중 일부가 법체계상 공적

인 지위를 갖거나 그런 역할과 관련된 경우, 다시 말해 상호작용 주체의 

일방 혹은 쌍방이 법 공직자인 경우에는 ‘법적 관행’으로 볼 수 있다.

   포스테마는 법에 있어서 조정 문제를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 1 단계 : 법과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조정 문제. 법은 그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도입됨.

∎ 2 단계 : 공직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조정 문제.

∎ 3 단계 : 법 적용 공직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조정 문제.461)

   이 구분에 따르면, ‘법적 관행 정식’의 추가 조건 ①을 충족하는 

관행은 <2단계>나 <3단계>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관행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의 ‘법공직자 관행’이 구현된 대표적 예로 법 공직자들의 

승인 규칙462)이 있다. 또한 드워킨이 말한 “입법기구가 문제의 사안을 

결정해 놓지 않았을 때, 판사는 어떻게 사건을 판결해야 하는가를 구체

화하는 법적 관행”463)도 법 공직자 관행의 예로 볼 수 있다. 입법이나 

사법과정에서 법 공직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내부 구속력 있는 여러 관행

들이 이에 해당한다.

461) Postema, “Coordination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s of Law”, p. 183.
462) Hart, The Concept of Law, Chap. 6. (번역서는 하트 (오병선 옮김), 법의 개념, 

제6장.)
463) 드워킨 (장영민 옮김), 법의 제국, p. 175, 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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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의 경우, 즉 법 공직자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조정 문제를 규율하는 관행도 ①‘법 공직자 관행’으로서 법적 관행이 

된다. 이는 추상적 차원과 구체적・사실적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 중 더 근본적이면서도 법체계의 건전한 유지를 위한 근간이 

되는 것은 <2단계>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와 법수범자들의 이해는 상호의존적이다. 그리고 법을 식별하고, 해

석하고, 적용하는 법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상

호작용을 통한 조정 문제의 복잡한 형태와 구조를 포함한다. 물론 법 공

직자들과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 상황에는 중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만, 이 점이 그들 사이의 진정한 상호의존성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464)

   또한 일부 판례에서 등장하는 행정청과 사인 간의 일부 행정처분 역

시 ‘관행’ 이란 이름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 조건 ①

을 통해 법적 관행으로 포섭될 수 있다.

2) 헌정 관행465)

   ‘법적 관행’의 또 다른 예로 ‘헌정 관행(conventions of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nventions)’466)을 들 수 있다. 즉, 관행이 

464) Postema, “Coordination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s of Law”, pp. 
187-194.

465) 본고에서 논하는 ‘헌정 관행’은 ‘관습 헌법’과 같지 않다. 관습헌법의 교과서적 정의
는 다음과 같다. “관습헌법(慣習憲法, constitutional convention, 
Konventionalverfassung)이란 사회공동체에서 발생한 관행 또는 관습이 반복하여 행
해지고, 헌법으로서의 규범력을 가짐에 한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통하여 국가 
내의 최고법으로서의 규범성을 획득하여,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정종섭 교수는 관습헌법을 헌법적 수준의 법규범으로 규정하면서, “법률 이하의 수준에 
있는 관습법이나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실제에서의 관행(慣行) 또는 관
례(usage)나 사실상의 관습(custom)과 구별된다.”고 설명한다.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
임.)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6, p. 25.

466) 헌법적 관행의 법원성(法源性)에 관한 이론사적 고찰과 여러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Roger A. Shiner, Legal Institutions and the Sources of Law, 
Springer, 2005, pp. 122-124.; 김기창,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공법연구, 제3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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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이나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그 관행은 법적 관행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인정되어온 헌정 관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의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수상이 된다든지, 그 당이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되면 그 지도자는 수상의 지위에서 물러난다든지, 국왕은 정치

적 사안에서는 언제나 수상 및 각료의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그들의 

견해와 달리 독자적인 행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든지, 각료들은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지므로, 각료

회의에서 누가 어떠한 결정에 반대했는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든지, 정부가 

바뀌면 종전 정부의 각료회의 자료는 신정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얼마 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지 하는 것 등467)

   이보 제닝스(Sir Ivor Jennings)는 어떤 헌정 실태(constitutional 

practice)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고 해서 이를 모두 헌정 관행이라 할 수

는 없다고 하며 헌정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① 헌정 실천에 관한 선례의 존재

② 관련 주체들이 그것을 구속력 있는 규칙이라고 믿을 것

③ 그러한 규칙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영국 헌법과 헌정 운영에 있어서 헌정 관행은 헌법규범 못지않게 중

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원은 헌정 관행의 법규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정 관행이 오래 반복된다거나 그 구속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 뒷받침된

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규범으로 승격되거나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즉 수 백 년간 어김없이 반복된 헌정관행도 여전히 헌정 관행일 뿐이라

는 견해를 표명한다.468) 

제3호, 2005.
467) 김기창, 위의 글, p. 85. (이 논문에서는 ‘conventions of the constitution’을 ‘헌정

실행’으로 옮기고 있지만,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자가 
‘헌정 관행’으로 수정하였음.)

468) 김기창, 위의 글, p. 88. (인용한 위 논문에서는 ‘constitutional practice’을 ‘헌정 
실태’라고 표현한다. 여기서는 원문 표현을 그 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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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영국 학자 다이시(A V Dicey)469) 역시 헌법 규범과 헌정 관행

(conventions of the constitution)을 구분하면서 후자는 법규범이 아니라

고 강조한 바 있다.470)

   ‘헌정 관행’의 개념 자체는 주로 영국에서 특별한 역사와 전통의 

배경 하에 확립된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완전히 낯선 개념은 아니

다.471) 또한 헌정 관행은 사회적 관행과 구별되는 법적 관행의 한 유형

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는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법 공직자 관

행이나 위정자 관행472)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넓은 의미에서 ①의 경우

와 중첩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 관행이 다루고 있는 사안의 특수성이

나 내용의 측면에 보다 주목한다면 별도의 구분이 가능할 수 있다.473)

3) 실정법적 관행

   사회적 관행은 종종 공식적인 법규범에 의해 제도적으로 지지되고, 

일부 관행은 아예 법규칙으로 승격되기도 한다. 즉 관행이 법규범에 의

해 창출될 수 있다. 이는 협의의 법적 관행이다. 비공식적인 규범적 질

469) ‘헌정 관행’의 개념과 규범성에 한 다이시의 논의는, 알버트 다이시 (안경환・김종
철 옮김), 헌법학 입문, 경세원, 1993.을 참고.

470) 다이시는 헌정 관행은 법규범이 아니고, 법원이 이를 원용하여 재판하는 것도 아니므
로 엄 히 말하자면 헌법학의 연구 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헌정 관행이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는 헌정 관행을 헌법 윤리(constitutional 
morality)라고도 불렀다. A. V. Dicey, The Law of the Constitution, 8th edn 
(London, 1915), pp.cxlv-cxlvi, 277-291. (김기창,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p. 85.에
서 재인용함.)

471) 예컨  한국 정치사에서 있었던 ‘ 통령 국무 총리 서리’ 제도에 한 정치적, 헌법학
자들 간의 논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본고 제4장에서 다룬 소위 ‘나쁜 
관행’의 쟁점도 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종섭, “ 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한 국
회의 동의”를 참고.

472) ‘위정자 관행’이란 표현은 파스칼에 의한 것이다. 그는 ‘위정자 관행’과 ‘법수범자 관
행’을 구분한다. Pascale Deumier  (박수곤 옮김), “법원(法源)으로서의 관행”, 저스티
스, 제139호, 2013.

473) 예컨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제시한 관습헌법론에서
도 ‘헌법적 사항’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의 논의 경향을 반영하여 
‘헌정 관행’이라는 별도로 유형화 항목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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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존재해온 관행이 법규칙이나 법원칙을 통해 실정법으로 승격됨으로

써 일종의 ‘실정법적 관행’이 되는 것이다. 우선 법규칙을 통한 예로

는 ‘관행어업권’을 들 수 있다. 1990년 개정 전 『구 수산업법』제 40

조의 1항(입어의 관행)은 “공동 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 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즉 종래의 입어 관행을 성문화함으로써 입어 관행을 법적 권리로 승격시

킨 것이다. 이는 관행이 입법적으로 체계화474) 된 예로 볼 수 있다. 판례 

역시 명시적으로 ‘관행어업권’ 이라는 표현을 사용475)한다.

   또한 법원칙을 통해 법적 관행의 자격과 효력을 부여받는 예로 비과

세 행정관행을 들 수 있다. 조세행정 관련 판례에서 등장한 ‘비과세 존

중의 원칙’의 본질은 ‘신뢰보호원칙’476)의 파생 원칙으로 설명된다. 

행정법에서는 일반 행정법 원칙이 공식적인 법원(法源)의 위상을 갖는

데,477) 그 중 하나인 ‘신뢰보호원칙’을 통해 비과세관행이 법규성과 

법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즉, 법규칙이나 법원칙과 같은 법규범478)의 원

474) ‘입법적 체계화(legislative codification)’는 관행이 제도적으로 체계화되는 한 유형으
로 볼 수 있다. 마머는 이를 ‘입법적 체계화’와 ‘백과사전식 체계화’로 구분한다. 이는 
관행이 갖는 역동성의 한 측면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 제3장 제2절을 참고.

475) 법원은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에서 어촌계가 김과 파래를 양식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붙어 있는 가시파래를 채취하는 어업에 해서 관행어업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면서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입어의 관행이란 어떤 어업장에 한 공동어업권 설
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다수 사람들에게 시인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서, 어업의 신고나 어업권원부에의 등록은 그 요건이 아니다. 또한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관행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
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다른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
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에 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고, 양식어업을 관행
에 의하여 하는 권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상 그 양식어업을 전제로 그 시설물에 붙어 
생육하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입어의 관행 또한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

476)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일정한 말이나 행동에 해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가 형성되어 그 신뢰에 기해 어떠한 재산상・생활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에 그
에 모순되는 행정작용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신뢰에 기한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이 보상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p. 145.

477) 행정법에 있어서 법원칙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 글로는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제4장.; Jeong Hoon Park, Rechtsfindung im Verwaltungsrecht, 
Duncker&Humblot・Berlin, 199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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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통해 법적으로 지지되는 법적 관행의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실정법적 관행’은 가장 공식적이고 제도

화된 법적 관행의 형태로, 최협의의 법적 관행에 해당한다.

4) 전이된 법적 관행

   위에서 분류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다 일상적이고 

일차적인 사회적 관행 중에서도 일부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 법적 관행으

로 전환될 수 있다. 즉 그것이 만약 분쟁화 되었을 때 관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법적 권리・의무 관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 이 경우는 다양한 경로와 방식이 가능하기에 그 기준을 일률적으

로 정할 수는 없지만, 특히 분쟁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 법적 판단의 대

상이 되면서 법적 관행의 자격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법체계에 의해서 인정되는 ③‘실정법적 관행’과 중첩되

는 면이 있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추론의 본질은 기계

적인 포섭이나 형식주의적 추론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적 추론의 과정이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3. 법적 관행의 정의(定意) 

1) 법적 관행 정식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에 ‘법적’을 구체화하는 위의 조건들

을 추가하여 완성한 ‘법적 관행 정식’은 다음과 같다.

478) 법규범의 유형을 ‘법규칙(legal rule)’과 ‘법원칙(legal principle)’로 구분하는 설명은 
드워킨의 ‘법원리주의’를 참고.  특히, 로널드 드워킨 (염수균 옮김), 법과 권리, 한길사, 
2010, 제2장. ;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제3장 “법규범의 유형”을 참고. 



- 221 -

2) 법적 관행의 위상

   ‘법적 관행’은 특별한 종류의 사회적 관행이다. 따라서 사회적 관

행의 존재 조건을 충족한 것은 진성 관행으로 인정되며, 이는 제4장을 

통해 논하였듯이 모종의 규범력을 갖는다. 법적 관행은 한 걸음 더 나아

￭ 다음의 조건들이 획득되면, 어떤 규칙 R은 법적 관행이 된다. 

(1) R은 특정한 목표나 가치를 전제로 하는 협력적 실천으로,

(2) 일정 규모의 집단 P의 구성원들에게는 상황 C 하에서 R을 준수할 

이유 혹은 이유들의 조합 A가 존재하지만, R에의 준수 이유나 결의가 

참여자들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공지될 필요는 없다.

(3) P의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 C에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의 일반

적 준수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 R을 준수하기를 선호하

리라 기대하며, 일반적 준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조건으로, 대부분

의 사람들이 R을 준수한다.

(4) 하나 이상의 잠재적인 규칙 R＊가 존재하며, 만약 상황 C에서 P

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R＊를 준수한다면, 이 사실은 R 대신에 R＊를 

준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상황 C에서 

R과 R＊를 동시에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5) 관행에 관여된 행위자 중 일부가 법체계상 공적인 지위를 갖거나 

그러한 역할과 연관되는 경우, 관행이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관행이 법규범에 의해 제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경우[관행이 법규범에 

의해 창출되고 인정된 경우], 그리고 그것이 만약 분쟁화 되었을 때 

관계인의 직접적인 법적 권리・의무 관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는 ‘법적 관행’으로 인정된다.

(6) R은 그것의 생성/소멸에 있어 명시적 합의/약속 등의 시점적 절차

를 요하지 않으며, 정규성의 경우에도 단선적인 시간 지속성은 요하

지 않는다.

[표 7] 법적 관행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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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체계 안에서 일정한 법적 위상을 점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관행의 

법체계적 위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적 관행 그 자체가 곧바로 법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성문법체계 국가에서 법관이 이를 직접적이고 독립된 재판 근거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성과 법규범성 혹은 법적 

구속력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의 법적 관행은 특

별한 법적 위상을 갖는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일부 법적 관행은 유

력한 잠재적 법원(法源)이 되고, 또 어떤 것은 근본적인 법적 실천으로서 

잠재적 법원으로서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키기도 한다. 일부 법

적 관행은 법 공직자들의 법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확정적 법규칙의 해

석기준으로479), 법원칙의 이름으로, 또는 강한 의미에서의 재량판단에 있

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관행이 법

관의 법적 추론과 승인의 과정을 통해 잠재적 법원에서 실제(actual) 법

원으로 승격되는 준(準) 법규범이라고 볼 수도 있다.480)

   둘째, 법적 관행은 관습법과도 다르다. 우리 법체계에서 관습법은 공

식적인 실정법이다.481) 예컨대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인

방법 등과 같이 일부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앞서 제시한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한 ‘실정법적 관행’과 유사한 면이 있다. 왜냐하

면 예컨대 관행어업권과 같이 법적 관행이 입법을 통해 성문화된 경우에 

그것은 비공식적인 관행에서 공식적인 법규칙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우선 관행이 성문화

에까지 이를 수 있는 관행의 역동적 본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관습법

의 개념과 기존의 성립요건을 관행 이론의 맥락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479) 송재일, “해석기준과 적용기준으로서의 관습법”,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2012.
480) 법규범의 유형으로 ‘법규칙’과 ‘법원칙’을 준별하는 입장(“법원리주의”)과 법체계를 규

칙들의 체계로 파악하는 실증주의 중 어느 한쪽 입장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481) 한민국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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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항에서 논의되는 ‘관

행’과 ‘관습’의 개념적 구별이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4. ‘관행’과 ‘관습’의 개념적 구별

   법학에서 관행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관습

(custom)’이다. 관습과의 비교적 고찰은 관행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 실무나 실정법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습법이 아닌 ‘관행’과 ‘관습’그 자체의 

개념 구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 하에, 이

하에서는 관행과 관습의 관계를 논한 일부 관행 이론들을 검토한 후, 본

고의 관행 이론에 비추어 양자의 개념적 구별을 새롭게 시도해본다.

1) 관습에 대한 관행 이론적 접근: 몇 가지 설명 이론들

   길버트는 수범자들이 규범 질서에 따르는 이유의 특징에 따라 관행과 

유사 개념들을 비교한다.482) 대표적으로 ‘관행’은 “규정된 행동을 위

한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전제되지 않고, 아무것도 덧붙여지지 않은 

것”, ‘관습’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정규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추

가되는 것”, 그리고 ‘전통’은 “그것이 과거에 행해져왔거나 전수되

어 왔다는 이유가 추가되는 것”으로 설명한다.483) 이에 따르면, ‘관

482) Gilbert, On Social Facts, pp. 403-407.
483) 길버트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식화한다.

관습
인구집단P는 오직 다음 경우에만 상황C에서 행동A를 하는 관습을 갖는다. 즉, 
P의 구성원들은 C에서 행동A를 하리라는 점을 공동으로 수용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P의 구성원들이 (정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전통
인구집단P는 오직 다음 경우에만 상황C에서 행동A를 하는 전통을 갖는다. 즉, 
P의 구성원들은 C에서 행동A를 하리라는 점을 공동으로 수용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과거에 (정규적으로) 행해오던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사회)
규칙

인구집단P는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상황 C에서 행동 A를 하는 (사회적) 규칙을 
갖는다. 즉, P의 구성원들은 C에서 행동 A를 하리라는 점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혹은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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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란 합리적 틀이나 근거에 의한 산물이기 때문에 준수할 가치가 있

는 것이 아니라, 관행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당사자들은 “아무런 추가

적인 물음도 요구되지 않은 채(no question asked)” 따라야 하는 집단 

엄명이다. 반면에 ‘관습’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준수하기 때문에, 

즉 준수 의존적 이유가 덧붙여진 것이다. 이 설명은 준수 의존성을 관행 

성립의 조건으로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

   머피(James Bernard Murphy)는 ‘관습’은 ‘습관’과 ‘관행’ 이

라는 더 기본적인 두 관념(notion)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습관과 관행은 논리적으로 독립적이다. 모든 습관이 관습적 습관인 것은 아

니다. 많은 습관들은 완전히 특이하며 관행들을 조정하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많은 관행들은 습관이 아니다. 실제로, 무엇이 패셔너블한지를 정

하거나 암호를 정하는 관행들과 같이 어떤 관습들은 결코 습관이 되지 않도

록 디자인된다. 수학자들과 다른 전문가 집단들은 적어도 최초에는 습관적이

지 않았던, 표기법, 절차, 혹은 프로토컬에 관한 명시적인 관행들을 종종 채

택한다. 흄의 노젓기 예에서도, 노젓기를 조정하는 두 사공들은 그 어떤 습관

의 요소 없이 단일한 혹은 의도적인 모방에 의해 그렇게 한지도 모른다.484)

   관행은 시간에 걸쳐 종종 지지적 습관들(supportive habits)의 산물에 

의존하지만, 모든 관행이 습관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관습이 인간 

본성을 관행화하는 것처럼 관습은 관행을 자연화한다.”485) 머피에 따르

면, 관습에 대한 분석적 탐구는 그것을 이루는 두 측면, 즉 ‘관행적인 

것’으로부터 ‘습관적인 것’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법
규칙 R은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iff) 인구집단P에게 있어 법이다. 즉, P의 특정 
구성원 혹은 구성원들의 총체인 L은 공동으로 수용된 근본 원리G 안에 규정된 
그 조건들에 따라 R을 명확히 공표해왔을(enunciated) 경우에만 그러하다.

484) Murphy, “Habit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 of custom”, p. 54.
485) 원문은 다음과 같다.; “Custom naturalizes conventions just as it 

conventionalizes human nature.”  Murphy, 위의 글, p. 54.



- 225 -

2) “관습 ≒ 관행 ＊ 습관(화)”

   본고는 대안적 관행 정식을 기초로 “관습(custom) ≒ 관행

(convention) ＊ 습관(화)”라는 개념 도식을 제안한다. 즉, 관습은 ‘모

종의 관행’이 ‘습관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것의 사실성과 규범성이 

강화되고,486) 상대적으로 보다 공식화되고 견고화된 규범적 질서이다.

(1) 습관(화)의 의미

   이 명제를 구성하는 ‘습관(habit) 혹은 습관화(habituation)487)’는 시

간적 차원에서의 지속성과 수량적 차원에서의 반복・누적성을 뜻한다. 

라베쏭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습관이란 일반적이고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être) 방식이라고 정의하면서,488) “습관이란 일단 형성된 후에는 일반

적이고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고, (중략) 습관은 그것의 원인인 변

화를 넘어서 존속하는 것이다.”489)고 말한다. 

   습관성이 추가된 ‘습관적 관행’ 혹은 ‘관습적 습관’490)은 단순한 

관행에 비해 그 의미가 더욱 명료해지고 분명한 외형을 갖추게 되며, 더 

486) 본고 제3장 제1절에서 제시한 ‘관행의 존재 조건’과 ‘강화 조건’ 구분을 참고.
487) “습관화(habituation)”란 표현은 사우스우드(Nicholas Southwood)의 글에서도 발견

된다. 그는 습관의 힘을 말하면서, 관련된 실천(relevant practice)에 일치되게 행동하
는 것은 습관화와 문화적응(acculturation)을 통해 특별한 종류의 규범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Nicholas Southwood,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Mind, Vol. 120, 2011, p. 780. 사회규범의 권위와 규범성을 해명한 사우스우드의 글
로는 Nicholas Southwood, “The Authority of Social Norms”, in New Waves in 
Metaethics, Brady, Michael(Ed.), Palgrave Macmillan, 2011.

488) 펠릭스 라베쏭 (최화 옮김), 습관에 대하여, 자유문고, 2016, p. 69.
489) 라베쏭 (최화 옮김), 위의 책, pp. 70-71. 라베쏭의 다음과 같은 글귀도 주목해보자. 

“습관은 그것이 습관인 한에서 그리고 그 본질 자체에 의해 그것을 낳은 변화에만 관계
될 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변화에 해 존속하는 것이다. 바
로 그것이 습관이냐 아니냐가 가려져야 할 표지 자체이다. 습관은 따라서 단지 어떤 상
태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소질(disposition), 어떤 능력(vertu)이다.”

490) ‘습관적 관행’, ‘관습적 습관’ 이라는 표현은 머피의 용어를 빌려온 것이다. 
Murphy, “Habit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 of custom”.
복합어 자체에 개념적 중복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한국어 용례상은 ‘인습

적 관행’ 이라는 표현이 보다 친근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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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관행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응축되어 결

국 관습에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이 명제에 따르면 기존에 통상적으

로 이해되어온 ‘관습’ 개념 안에서의 시간 지속성과 반복・누적성의 

특징은 또 다른 개념소인 ‘습관(화)’ 요건을 통해 구현된다. 따라서 

‘관행’ 자체의 개념 안에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491) 

물론 일반적으로 널리 승인된 관행의 전범(典範)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형성된 행위 정규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장하

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관행을 이루는 필수요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2) 결합 관계

   “관습 ≒ 관행 ＊ 습관(화)” 라는 개념적 도식에서 필자가 사용한 

기호 ‘＊’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는 두 요소 간의 단순 합산이 아닌 실질적 통합을 뜻한다. 

양자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두 요소는 교호 

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변모의 과정을 거친다. 둘째, 두 요소간의 결합

과 응축의 정도는 다양하다. 제3장에서 논하였듯이, 관행성의 정도와 관

행의 성숙도는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따라서 관습에 거의 근접한 

관행 역시 경험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습관’

의 요소 안에서도 변화의 가능성과 수용력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습관

은 그것을 산출하는 변화가 더욱더 연장되고 반복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강력해진다. 습관은 따라서 어느 한 변화의 연속(continuite)과 반복

(repetition)에 의해 한 존재에 생긴, 바로 그 변화에 대한 소질이다.”492) 

491) 양선숙 교수 역시 흄의 ‘노 젓기 관행 모델’과 관련한 서술에서 이와 유사한 생각을 
드러낸다. “노 젓기 모델은 흄이 사용하는 ‘일치’로서의 관행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만 
이 일치는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시간적 지속을 두고 기존의 것이 된다고 하는 관행 일
반의 반복성 요소가 없다.”  양선숙, “법, 규범성, 그리고 규칙 준수의 동기에 한 관
행론적 이해”, p. 49.   하지만 흄의 노 젓기 모델은 엄 한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관행
의 모범례 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발적이고 우연적인 행위 일치를 통해 정립된 일종의 
‘관행 미니어처’ 같은 경계사례로 볼 수도 있다.

492) 라베쏭 (최화 옮김), 습관에 대하여,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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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 갖는 외형성과 형식성의 주된 원천을 ‘습관’에서 구하긴 하지

만, 습관 역시 본질적으로 변화를 전제한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넷째, 이 관계식은 관행을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명

제가 “모든 관습은 관행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주장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493) 가령 관행성의 핵심인 임의성이나 준수 의존성을 갖지 않으

면서 도덕규범으로부터 연원된 관습 역시 가능하다. 사회상규494)나 소위 

‘미풍양속’이라고 불리는 사회규범들 중 많은 수가 이런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관습이 될 수 있는 경로는 다원적이다.

3) 이론의 기대 효과

   머피는 관행과 습관의 상호 관계에 대해 더 적극적인 설명을 한다.

습관은 관행에게 심리적 힘과 수행적 기술(performative skill)을 제공한다.: 

습관적 관행은 자발성, 속도, 그리고 효율성을 갖는다.; 관행은 보통 유쾌하

고, 친숙하며, 쉽다. 관행은 습관에게 문화적 세련미와 사회적 삶을 제공한

다.: 관행적 습관들은 종종 세련되고(refined), 우아하고, 의미심장하며, 그리

고 공유된다.; 그것들[관행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행동 안에서 기

대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며, 다른 이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게 하고, 우

리의 행동과 타인들의 행동들에 대한 공통의 평가기준을 제공한다.495)

   그렇다면 “관습 ≒ 관행 ＊ 습관(화)”라는 개념도식이 제공하는 실

익은 무엇일까? 이 명제가 받아들여진다면, 기존의 통상적인 관행 개념

론 안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493) 머피는 “모든 관습은 습관적 관행이고 관행적 습관이다.” 이라고 말한다. Murphy, 
“Habit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 of custom”

494) 한민국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
상규’를 관행 이론에 비추어 재해석해볼 수 있다.

495) Murphy, 위의 글,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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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관행을 둘러싼 개념적 혼돈이 정리될 수 있다. 이 설명은 특히 

우리 최고 법원이 내린 여러 판례에서 확인되는 관행과 관습의 개념적 

혼돈을 정돈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예컨대 관습법의 성립

요건으로 인정되는 시간 지속성이나 반복・누적성과 관련해 ‘관행 혹은 

관습’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한 이론적 처방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온 전형화 된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

게 등장한 조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가령 새로운 

영역이나 최첨단 분야에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것과는 다른 조정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규율할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보

자. 본고의 대안 이론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그 공동체 내부에서 자율

적으로 형성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규범력을 발하고 있는 규칙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관행 정식을 충족하는 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격을 갖춘 관행은 입법이나 사법과 같은 경로를 통해 제도화되어 영향

력 있는 법원(法源)의 후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나 환경법 

등 특화된 여러 전문 영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비제정규범들의 위상이

나 규범력이 관행 이론을 통해 재조명될 수 있게 된다.

   셋째, 변화와 혁신의 관념 역시 관행 개념 안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부여한다. 필자의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관행을 고정・확립된 

정적인 실체라기보다는, 실천적 추론의 맥락 안에서 하나의 안정된 매듭

(node)496)으로 작용하는 기능체로 인식하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본고

는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의 핵심 역량은 행위 정규성(regularity)이 

아닌 현저성(salience)에 있음을 강조한다.497) 그리고 ‘습관’도 본질적

으로 변화를 전제한다는 라베쏭의 설명은 본고의 동적인 관행 이론과 관

습 이론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496) ‘nodes’ 라는 표현은 포스테마의 표현을 차용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저성 
추론(salience reasoning)’ 이라는 추론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Postema, “Salience 
Reasoning”. 현저성 추론에 해서는 본고 제3장 제2절을 참고. ‘매듭’ 이란 용어는 조
홍식 교수의 이론을 참고했다. 조홍식,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497) 포스테마 역시 같은 취지에서 관행을 통계적 루틴이 아닌 실천적 숙고의 역동적 네트
워크 안에서 상 적으로 안정된 매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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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오늘날 변화하는 법 현실에 따라 기존의 민사관습법이나 국제

상관습법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논의되어 왔던 관습법 이론을 재조명할 

수 있다. 항을 바꾸어 좀 더 상세히 논해보자.

4) 관습법 회의론을 넘어

   일각에서는 성숙한 현대 법체계에서는 구태의연한 관습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소위 “관습법 무용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법현실에 기민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관습법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498) 이러한 주장은 민법 제1조를 통해 관습법을 공식적인 민사법원

으로 인정하는 사법에서뿐만 아니라 공법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점차 사회관계가 복잡・유동적이 되고 가치가 다원화됨으로 말미암

아, 특히 행정법 영역에서, 관습법의 성립요건인 장기간의 관행과 국민 일반

의 법적 확신이 인정되기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에는 관습법이—예컨

대 도로 사용에 관한 ‘지역적 관습법’을 제외하고는—실제적 의의를 거의 

잃게 되었다.499)

   실정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비판은 일견 타당하다. 특히 관습법

의 성립요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방식을 고수하는 한, 인용문에서 말하

는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회의적인 지적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본고의 동적 관행 이론은 이러한 회의론에 

무력하지 않으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위의 인용문은 현재 논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장기간의 관행”이란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행 그 

자체’의 성립을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

498) 법철학에서 이런 비판적 입장으로는, 임미원, “ 법원의 유체인도 판결의 법철학적 
고찰”, 법조, Vol. 683, 2013.

499)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p. 126. (강조 및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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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흔히 관습법의 객관적 성립요건으로 주장되어온 “장기간의 관행”

의 위상은, 본고의 이론에 따르면, 관행의 ‘강화 조건’500)을 충족한 강

력한 관행의 일종인 ‘관습적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관습법의 

법규성의 원천을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에서 구한다면, 이를 반드시 

독립된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둘 필요는 없다. 제4장 제1절에서도 논하였

듯이, 관행은 그 자체로 규범으로서 위상을 가지며, 형성과 작동 메커니

즘 상 민주적 정당성에 기한 규범성을 획득한다. 특히나 법관이 아닌 

‘국민 일반’을 규범적 확신의 주체로 본다면, 이원적 성립요건을 주장

하는 전통적인 관습법 이론 보다는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강

조하는 대안적 관행 이론이 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규

범적 확신과 법적 확신, 규범성과 법규범성 간의 차이에 관해서는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주안점은, 관행 그 자체에

도 규범력이 존재하며, 오히려 그 본질은 인용문에서 강조하는 ‘국민 

일반’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권위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관습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관습법은 성문법의 반대 개념일 뿐, 새로운 법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관습

법은 불문법일 뿐이지 낡아빠진 법이 아니다. …관습이 전통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오로지 성문법에 반대되는 개념일 뿐이라는 점을 가

장 잘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습이 변화한다는 점을 인정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성문법의 경직성에 대비하여 관습의 유연성을 전면에 내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습은 행해져 온 관행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은가? 관습은 전통적인 것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한 일체의 불문 규범을 포섭하는 것이 아니던가?501)

500) 본고는 관행의 ‘성립・존재 조건’과 ‘강화 조건’을 구분한다. 그리고 ‘강화 조건’의 네 
가지 예를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 제3장 제2절을 참고.

501) R Capitnat, “La costume constitutionnell”, Gazette du Palais, 20 dec. 1929, 
reprinted in Revue du droit public, 1979, pp. 959-960. (김기창, “성문헌법과 ‘관
습헌법’”, p. 96.에서 재인용함.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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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본고의 대안적

인 관행 이론이다. 이를 통해 관습법 혹은 관습헌법의 성립요건502)을 새

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503) 그리고 실정법학에서 제기하는 ‘관습법 무

용론’이나 ‘회의론’에 대한 생산적인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 

   요컨대, “관습 ≒ 관행 ＊ 습관(화)”라는 개념도식을 기초로 적절히 

재해석된 관습의 개념, 그리고 본고의 대안적 관행 정식과 동적 관행 이

론을 토대로 재구성한 관습법 개념은 현대 법체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어줄 유용한 법적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요컨대, 유연한 관행 개

념을 기초로 재구성된 관습 개념은 “관습법의 현대적 변환

(transformation of customary law)”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제2절 관행과 법실무: 판례 및 실정법학에의 적용

   관행에 대한 본고의 논의를 적용해볼 수 있는 모범적인 법적 사례로 

‘서명 날인 관행’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2008. 3. 27. 2006헌바82, 민

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이하 ‘결정문’으로 약칭함.)을 들 수 있

502)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습법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섯 가지 요건을 명시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①어떤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할 것(관행・관행의 존재), ②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
야 할 것(반복・계속성), ③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 되는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항상성), ④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
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일 것(명료성), ⑤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
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할 것(국민적 합의) 등. (헌법재판소 2004.10.21.2004헌마554등.)  본고의 안
적 관행 이론을 적용하면 이 판결에서 말하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중 상당부분이 수
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503) 이와 유사한 취지의 문제의식으로 관습(법)의 성립요건에 한 수정을 시도한 연구로
는 표적으로 Postema, “Custom, Normative Practice, and the Law”, 2012.; 
Frederick Schauer, “The Jurisprudence of Custom”,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8, 2013.; 국내에서는, 오세혁, “관습법의 현 적 의미”,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 2006.; 오세혁, “관습법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관련 판례에 나
타난 논증에 한 분석 및 비판”,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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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결정을 관행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 관행의 역동성과 규범성 등에 관해 본고의 대안 이론이 갖는 의의

를 확인해보자.

1.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바82 결정

   우리 법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504) 민법 제1066

조 제1항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

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

법재판소 2006헌바82결정은 이 중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위헌소원이다.

2. 날인 관행의 적격성과 역동성 검토

1)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

   청구인 중 이해관계인 상속인은 “우리 민법은 동양문화권에서 (중

략) 날인이 의사의 진정성 및 최종성을 확인해 주는 전통적인 수단이 되

어 왔던 법의식과 관행을 반영하여 제정 당시부터 날인을 자필증서에 의

한 유언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505)고 주장한다. 즉 우리 사회에는 인장 

날인 관행이 존재해왔고, 그 관행이 법전화된 것이 민법 제1066조 제1항

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관해 다수 의견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

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는바, 사문서에 있어서 인장은 주로 의사표시의 주체

504)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바82 결정 (이하 ‘결정문’으로 약칭함.)
505) 결정문 (이해관계인 상속인 김○보 외 2인의 의견요지)



- 233 -

와 문서를 매개하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문서가 문서작성자에 의

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징표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의사의 최종성을 표현

하고 문서의 완결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이를 반영하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인감증명법은 인장이 거래 당사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

고 있는 오랜 관행을 바탕으로 인감증명제도를 두고 있다.506) 

   그렇다면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 시 인

장 날인을 해야한다는 규칙’(이하‘인장 규칙’으로 줄임.)은 관행 정식

을 충족하는 진성의 관행인가? 우선 대안적 관행 정식의 각 조건들을 대

입하면서 인장 규칙의 관행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별해보자.

   첫째, 인장 규칙은 대안 정식의 첫 번째 조건인 “규칙 R은 특정한 

목표나 가치를 전제로 하는 협력적 실천”을 충족한다.(‘조건 (1)’) 인

장 규칙은 사람들 사이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협력적 실천

이다. 또한 의사의 진정성 및 최종성 확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형

성된 규칙이다. 둘째,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자필 유언 작성 시 인

장 규칙을 따를 나름의 이유가 존재한다.(‘조건 (2)’) 셋째, ‘전통적인 

법의식을 반영’한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장 규칙은 다른 사

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준수해왔고 선호하리라는 기대 하에 대부분의 사

람들이 그 규칙을 준수해온 것이다. 즉 ‘준수 의존성’ 요건을 충족한

다. (‘조건 (3)’) 넷째, 인장 규칙은 중대한 손실 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서명 관행’이라는 잠재적인 대안 규칙 R＊가 존재한

다. 그리고 ‘날인’과 ‘서명’을 동시에 행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무

의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임의성’ 요건도 충족한다.(‘조건 (4)’) 결

론적으로 인장 규칙은 본고의 관행 정식의 필수조건들을 갖춘 ‘진성 관

행’으로 볼 수 있다.

506) 결정문 (이유3.나.(4)(나)3)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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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행의 강화 조건과 법적 관행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결정문을 통해 인장 관행의 역동성도 설명할 

수 있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

행”은 관행의 ‘강화 조건’을 충족한 강력한 관행이면서, 동시에 법률

행위에 관여된 ‘법적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제3장 제1절에서 관행을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더욱 강화

시키는 요인(‘강화 조건’)으로 ①공통 지식과 공식적 표명, ②시간적 

지속과 반복, ③제도적 지지, ④도덕적 이유들을 주장했다. 이 설명에 따

르면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은 적어도 강화 조건 ②를 충족한다. 따

라서 인장 관행은 ‘그저 관행인 것(mere convention)’을 넘어 강력한 

힘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관행의 역동성과 법제화

   또한 제3장 제2절에서 관행의 역동적 본성을 논하면서, 관행의 ‘제

도적 체계화(codification)’를 다루었다. 제도적 체계화는 두 가지 방식

-‘입법적 체계화’와 ‘백과사전식 체계화’-과 두 방향-‘순방향 법제

화’와 ‘역방향 법제화’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입법적 체계

화’는 법적 관행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주장을 본 사

안에 적용해보자.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강력한 법적 관행인 

인장 규칙은 제도적으로도 수용되어 ‘인감증명제도’가 마련되었고, 결

국 성문화를 통해 법규칙으로 격상되는 일련의 변모 과정을 거쳤다. 이

는 전형적인 ‘순방향의 입법적 체계화’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입법적 체계화를 통해 인장 관행은 가장 강한 의미에서의 법

적 관행(법적 관행 조건 ③‘실정법적 관행’을 충족한 최협의의 법적 

관행, 이하 ‘날인법’으로 약칭함.)이 실제(actual) 법원(法源)으로 확립

된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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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법으로 격상된 인장 관행은 관행으로서의 속성은 더 이상 

갖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법률로 정한 법적 관행

이라 할지라도 통상의 법규칙과는 다른 기원을 가지며, 그런 의미에서는 

관행성이 보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날인법’은 일부 특별한 영

역에서, 예컨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어음법(어음법 제1조), 유료도로법

(유로도로법 제13조)과 같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 

밖의 일상적인 법 생활에서는 날인 관행이 여전히 묵시적인 규범적 질서

로서의 본질적 위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3. 관행의 효력 및 규범 충돌의 문제

1) 관행의 효력

   관행의 효력 근거는 일차적으로는 실효성에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

의 사람들이 그것을 준수한다는 사실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조정 관행의 경우에는 조정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나 효용성이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본고의 주장에 따르면 자격을 인정받은 진성 관행은 그 자

체로 추정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소위 ‘나쁜 관행’의 경우에는 

추정적 효력이 박탈되며, 그것에 따를 일반적 준수 의무는 소멸된다.

2) 다수 의견과 재판관 김종대 반대 의견의 대립점

   다수 의견은 “날인이 유언자의 유언의사를 최종적으로 표현하고, 문

서의 완결을 징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보편적인 관행과 법의식이 

유지되고 있다”507)는 전제하에서 날인 관행의 법적 효력을 주장한다.

최근 들어 전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507) 결정문 (5. 재판관 김종 의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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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그 제도의 폐지에 이르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성명의 자서 내지 서명은 

주로 서구에서 개인의 인적 동일성을 징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

으로, 인장 날인의 관행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 개인이 자필 서명을 국가기관

에 등록하면 이를 전자적으로 주사(走査：scanning)한 뒤 압인하여 개인의 

인적 동일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변화하는 법 생활의 현황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듯하다. 반면에 날인 관행의 실효성 및 조정 문제 

해결이라는 면에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신뢰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생활에 있어서 서명으로 개인의 인적 동일성을 징표하

는 관행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명의 관행이 날인의 관행을 완전히 대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거래계의 일반적 관행상 서명이 의사의 최종

성과 문서의 완결성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

다고 할 수는 없다.508)

   이와 달리 재판관 김종대는 동일한 사태에 대해 다른 해석과 진단을 

내린다.509)

오늘날 의사의 확정방법으로서 날인은 자필에 비해 현저히 그 중요성이 감소

되었고, 더구나 날인은 자필에 비해 타인에 의한 날인 가능성과 위조 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법률에

508) 결정문 (이유3.나.(4)(나)3)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509) 청구인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미 전문(全文)의 자서(自書)를 통하

여 당사자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성명(姓名)의 자서(自書)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진정성
과 최종성이 확인되어 날인이 없더라도 충분히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중
복적으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현
에 이르러 서명이 날인을 체하는 법의식과 법문화가 법률생활 전반에 확고히 정립되
어 동양문화권에서 날인이 지니는 전통적인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에 더하여 날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유언자의 진
의를 지나치게 희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결정문 (2.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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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날인을 요구하는 경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서명(성명의 자서)만

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날인은 서명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졌음은 물론, 서명에 덧붙여 날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족처럼 불필요한 의사확정 방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510)

3) 관행 이론적 분석

   인장 날인 관행의 효력을 둘러싼 다수의견과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

견 사이의 대립은 본고의 관행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차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관행의 변경 논증’, ②‘나쁜 관행 논증’, ③

‘규범 충돌 논증’이라는 세 가지 각도에서 논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대립은 ‘관행의 변경 논증’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날인 관행(R)’과 ‘서명 관행

(R＊)’ 이라는 독립된 두 규칙 사이의 경합과 실효성 판단에 있다. 다

수 의견이 사용한 ‘대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관건은 기존의 

날인 관행(R)이 새롭게 등장한 대안 규칙인 서명 관행(R＊)으로 ‘변

경’되었는지, 실효적 준수의 정도와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관행 정식의 네 번째 조건-“하나 이상의 잠재적인 규칙 R＊가 존

재하며, 만약 상황 C에서 P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R＊를 준수한다면, 이 

사실은 R 대신에 R＊를 준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른 조건들이 동

일하다면, 상황 C에서 R과 R＊를 동시에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다수 의견은 대안 규칙으로서 서명 관행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날인 규칙이 진성 관행이 될 수 있다.-‘임의성’ 충족), 

그것이 현재의 지배적 관행인 날인 관행을 대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

다고 판단한다. 반면에 재판관 김종대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린다. 즉 기

510) 결정문 (5. 재판관 김종 의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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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날인 관행(R)에 대한 일반적 준수가 약화되고 동시에 인장 관행(R

＊)이 점차 강한 실효성을 획득하면서 결국 관행이 ‘변경’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반대 의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날인 관행

의 부적절성과 역기능을 추가적인 논거로 제시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해석 관점을 논할 수 있다. 바로 ‘나쁜 관행’의 문제이다.

   둘째, 이 문제를‘나쁜 관행 논증’이라는 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재판관 김종대는 날인 관행의 효력을 부인하는 논거로 실효적 준수의 약

화라는 사실과 함께 날인 관행이 갖는 문제점 강조한다. 날인 관행은 ①

“서명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졌음”은 물론, ②“사족처럼 

불필요한 의사확정 방법으로 전락”하여 불편할 뿐만 아니라 ③“자필에 

비해 타인에 의한 날인 가능성과 위조 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다는 것이다.511) 이 견해에 따르면, 이제 날인 관

행은 애초에 그것이 등장하게 된 취지인 의사의 진정성과 최종성 확보라

는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며, 불필요하여 효용성도 없으며, 심지

어 위조 가능성이라는 역기능512)까지 야기하는 문제적인 것이다.

   본고는 제4장 제2절에서 ‘나쁜 관행’에 관해 논하면서, ‘나쁜 관

행’과 ‘무의미한 관행’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장한 바 있다. 기본적으

로 ‘무의미한 관행’은 대부분 나쁜 관행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서 다

음의 세 단계가 있다. ①(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이 점차로 지키지 않아 

실효성이 현저히 약화된 관행, ②애초에 그 관행이 전제한 목표나 취지

(point)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반하게 된 관행(관행 정식의 조건 (1)에 위

배; 합목적성 위반) ③(가장 약한 의미에서) 나쁜 관행이 있다. 

   만약 이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반대 의견이 이해하는 날인 관행의 

실상은 ②와 ③의 근처 어딘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석을 

더 고 나가면, 날인 관행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를 ‘관행의 변경’

511) 결정문 (5. 재판관 김종 의 반 의견)
512) 본고는 관행 규범성의 원천에 한 논변들 중 ‘기능주의 논변’은 관행이 갖는 ‘역기

능’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고 제4장 제1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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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나쁜 관행’에 기한 논증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나쁜 관

행의 법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도 반대 의견의 논증을 보강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규범 충돌 논증’을 통해서도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대립

을 풀어볼 수 있다. 관행의 역동성(제3장 제2절)과 법적 관행 정식(제5장 

제1절)에서 논하였듯이, 어떤 관행은 입법적 체계화를 통해 실정법으로 

승격되기도 한다. 본 사안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의 요식요건 

중 하나로 날인을 정하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날인 관행의 법적 지위는 비공식적인 규범적 

질서가 아닌 공식적인 법규범이다. 이를테면 ‘날인 관행법’이 된 것이

다. 만약 날인 관행의 성문화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본 사안

의 대립은 ‘관행들 간의 변경’ 문제가 아닌, ‘날인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과 ‘묵시적인 서명 관행’ 사이의 ‘긴장과 충돌’이라는 국

면에서 새롭게 분석될 수 있다. 즉 법에 반하는 관행, 혹은 관행에 부합

하지 못하는 법의 효력과 법적 위상이라는 쟁점이 새롭게 대두된다.

   한 학설은 법원(法源)으로서의 관행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를 논하면

서 관행이 갖는 창설적 효력과 파괴적 효력을 주장한다. 실재하는 관행

의 부정적 위력은 다른 법원을 파괴할 수 있고, 반대로 그것을 제거하려

는 다른 법원의 주의를 끌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513) 또한 규범 충돌

이라는 맥락에서 사태를 바라보면,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시각과는 또 다

른 관점에서, 서명 관행을 실정법인 소위 ‘날인 관행법’에 반하는 

‘위법한 관행’으로 재규정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서명 관행은 법체계

의 제도적 정합성 기준에 반하므로 ‘나쁜 법적 관행’으로 판정되고,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런 논변은 두 번째 분석과는 정반대의 결

론을 이끌게 된다.

513) Deumier (박수곤 옮김), “법원(法源)으로서의 관행”,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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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행 이론적 분석의 의의 및 시사점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바82 결정은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

로 정하고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날인을 강제하는 민법 제

1066조 제1항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

게 침해함으로서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결정이었다.

   법과 관행의 사이에서 관행이 때로는 법원(法源)을 창설(‘창설적 효

력’)하고, 때로는 다른 법원을 파괴(‘파괴적 효력’)한다. 그리고 어떤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관행에의 부합 문제는 일정한 역

할을 하기도 한다.514) 그러나 상기의 논의가 필연적으로 어느 한 쪽의 

결론을 규범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고의 관행 정식과 

대안 이론은 어떤 관행의 존재와 효력을 주장하는 쪽이건 부정하는 쪽이

건 적어도 설명적 논거로서는 양측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결정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법의식과 법문화’ ‘법의식과 관

행’ 이라는 표현은 법적 관행이 우리의 법의식이나 법문화와도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역동적이 되면 될수록 재판에까지 이르지 않았지

만 역시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태는 점점 늘어나고 또 그 상대

적인 중요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면 법을 단지 ‘재판’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행

위 기준을 설정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더욱 커지게 된다.515) 이

러한 법 현실의 변화 속에서, 본고의 관행 개념과 대안 이론은 단지 재

514) 이 결정과 관련하여 박준석 교수는 “사회의 관행과 동떨어진 (따라서 불편하고, 심지
어 불필요한) 행동 양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제약은 헌법에 위배되는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밝힌다. 박준석, 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 아카
넷, 2015, p. 314.  필자 역시 이런 설명에 동의한다. 그러나 본고는 한 걸음 더 나아
가,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명 관행과 날인 관행 둘 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 위상
과 효력을 균형 있게 재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515) 양창수, 민법산책, 박영사, 2010,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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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규범이나 협의의 법체계를 넘어 우리 법 현실과 법 생활 일반에서 살

아있는 규범으로 존재하는 관행의 법적 위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

제3절 관행과 법이론: 법철학적 관행주의516)에의 시사점

1. ‘법에 있어서의 관행’

1) 법과 관행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설명 방식

   법과 관행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법 이론적 분류를 시도한 학자로는 

포스테마를 들 수 있다. 포스테마는 법 안에서 관행의 역할을 “관행으

로서의 법 테제(Law as Convention Thesis)”와 “관행적 토대 테제

(Conventional Foundation Thesis)” 두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관행으로서의 법 테제”는 개별 법규범들의 본성과 기능을 관

행 개념으로 포착하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법의 특별한 과제는 사회

적 협력 문제 해결이며 이것이 개별법들의 독특한 특징을 설명한다고 주

장한다. 이 명제 안에서 법은 저자(author)와 권위를 전제하며, 유권적인 

규칙 제정의 의도적 산물로 이해된다. 즉 권위에 의해 창안된 관행이 법

이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 정규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의 행위 안

에 내포된 묵시적 관행과 대조를 이룬다. 묵시적 관행은 분명한 입안자

는 없지만 상호작용의 과정 안에서 상호 기대와 행위들을 상호 조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관행적 토대 테제”는 이런 묵시적 관

516) ‘법철학적 관행주의(jurisprudential conventionalism)’라는 명명은 포스테마에 의한 
것이다. 포스테마는 법 이론의 영역 내부에서도 수많은 “관행주의”들이 있어왔다고 지
적한다. 이는 단일한 교의에 한 경쟁하는 버전이 아니라 같은 용어를 규정하는 여러 
다양한 교의들(doctrines)이라고 설명한다.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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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채택한다고 한다.517) 이런 이분법적 설명은 적절한

가?

2) 문제점과 한계

   생각건대, “관행으로서의 법” 테제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관행’과 ‘저자’, 그리고 ‘권위’에 대

한 경직된 이해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이 설명은 다소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법에 있어서 관행이 갖는 다양한 역할과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우선 이 설명법이 전제하

는 개념관과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첫째, 포스테마는 관행의 유형을 ‘권위적으로 창안된 관행’과 ‘묵

시적 관행’으로 구분하고, “관행으로서의 법 테제”는 전자를, “토대

적 관행 테제”는 후자를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행으로서의 

법” 이라는 명제 자체에서는 이런 구분을 이끌어낼 논리적 근거를 발견

하기 어렵다. 또한 관행 이론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핵심은 사

람들 간의 자율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그것의 특별한 형성 및 작동기

제(mechanism)를 통해 관행의 규범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

서 보면, “관행으로서의 법” 테제를 구성하는 관행을 명시적 관행에 

한정하고 권위적인 입법적 산물로 환원시킨 기존 해석은 부적절해 보인

다. 만약 관행을 유연한 실재로 이해하는 본고의 동적 이론을 받아들이

면, “관행으로서의 법 테제”는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법의 특별한 과제는 사회적 협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조정적 법관념과도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

   둘째, 포스테마는 ‘권위’ 개념을 제도적인 통제적 권위에 한정하고 

있다. 즉, 위에 아래로 향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작동하는 소위 권력적 

517)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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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관을 전제한다. 하지만 가토프(Jon Garthoff)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참고할 만하다. 그는 “법의 권위는 그것의 규범적 권위를 위한 필요조

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법에 있어서 정당성의 필요는 그 법이 강제적

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518)고 하면서 정당성과 

법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표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인다

면, <‘관행으로서의 법’ - 조정 문제 해결 - 명시적 관행 – 통제적인 

하향식 권위>와 같은 상관관계식의 한계는 보다 분명해진다.

   또한 포스테마는‘저자’ 역시 권력적인 소수의 입법권자로 한정한

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그는 ‘저자에 의해 창설된 관행’과 ‘묵시적 

관행’ 이라는 대립구도를 설정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공정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동적 관행 이론’ 모델은 이런 이분법 

자체를 부정하며, 관행의 유연성과 잠재적 역량에 더 주목한다. 또한 오

히려 공동체적 저자와 민주적 권위에 의한 설명과 정당화를 강조한다. 

요컨대, 본고가 주장하는 유연하고 동적인 관행관은 관행의 실제를 더 

잘 설명할 뿐 아니라 관련 사람들에게 수용력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

다. 이런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법과 관행의 관계를 더 적절히 

분석하고, 명제들 간의 상호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에 도달하게 된다.

2. ‘법에 있어서의 관행’의 세 차원

   법을 관행의 면에서 설명하려는 법 이론적 시도들519)은 세 명제-‘관

518) Garthoff, “Legitimacy is not Authority”, p. 669. 가토프는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이론화의 두 선도적인 전통인 자유주의와 심의 민주주의는 둘 다 정당성의 필요가 법의 
강제적 집행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정당성을 법이 규범적 권위를 갖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한다.

519) 이런 시도는 포스테마에 의해 이뤄진 바 있다.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p. 483-484. 그런데 필자의 구분은 포스테마의 설명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필자가 “법원으로서의 관행”이라는 명제 하에 제시한 내용
을 포스테마는 “법 안에서 관행의 역할에 관한 제안(proposals for a role for 
convention in law)’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는 일반 법 이론의 문제로 법철학자들
의 관심을 끌어온 주제는 아니라고 한다. 그보다는 사회적 조정이나 협력 문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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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서의 법’(T1), ‘법원으로서의 관행’(T2), 그리고 ‘법의 토대에 

있어서의 관행’(T3)-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각 명제가 담고 있는 내

용을 살펴보자.

1) “관행으로서의 법”

   “관행으로서의 법”은 기본적으로 법의 본성과 주된 기능을 관행 개

념을 빌어 설명하는 입장이다. 앞서 이 명제에 대한 한 견해의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본고가 주장하는 “관행으로서의 

법”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개선된 이해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A as B”라는 명제 자체의 문법 

구조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520) 이런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관행으로

서의 법”은 법의 본성을 다루는, 가장 넓은 차원의 분석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기능주의적인 이해방식, 즉 “법의 본성과 주된 기능

은 사회적 협력 문제 해결에 있다.”는 일부 조정적 법관념을 포함하면

해법으로 기능하는 사회적 규칙의 면에서 ‘법은 관행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laws are 
best understood as conventions)’라는 견해를 보다 일반적인 관행주의 테제라고 설
명한다. 그리고 그 기원을 벤담에서부터 이끌어낸다. 반면에 Law’ Empire에서 드워킨
이 실증주의를 ‘법의 해석적 이론’으로 재규정하면서 ”관행주의“라 명명한 것을 ”토  
관행주의“이라고 부른다. 이는 법의 토 에 있어서의 관행에 관한 명제로서, 특별히 하
트적 구도 안에서 이해되어온 관행주의를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하트적 구도 
안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포스테마가 제시한 ”법은 관행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는 위의 
명제를 보다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포괄적 의미에서 
‘법철학적 관행주의’로 재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필자는 <‘관행으로서의 법’ ≒ ‘법은 관행에서 연원한다” ≒‘법원으로서의 관행’+‘법의 
토 에 있어서의 관행’>라는 분류를 시도한다.

520) 수많은 법철학자들이 “∅로서의 법(Law as ∅)” 이라는 형식에 의거하여 법을 정의
하였고, 결국 ∅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각자의 법철학적 입장의 핵심이 드
러난다. 예컨 ,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연합으로서의 법”(Hart), “통합성으로서의 
법”(Dworkin), “제도적 사실로서의 법” “제도적인 규범적 질서로서의 
법”(MacCormick), “조정으로서의 법”(Finnis),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법”(Simmons), 
“사회적 체계로서의 법”(Lumman), “사회적 제도로서의 법”(Ross), “제도로서의 
법”(La Torre) 등. 논리적(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 정식은 A는 B에 포함되며(“A⊂B”), 
A는 B의 충분조건이 된다(“A→B”)는 의미를 담는다. 필자는 이런 이해 하에 “A⊂B”, 
“A→B”를 중심으로 “관행으로서의 법” 이라는 명제를 재규정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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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는 “법은 관행으로부터 

연원한다(originated).”는 더욱 포괄적인 명제로 전환될 수 있다. 법의 

기원에 관한 주장으로 변환된 이 명제는 법이란 어떤 선험적이고 초월적

인 원리로부터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된 산물로서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관행주의의 근본정신

도 잘 담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적절히 재해석된 “관행으로서의 법” 테

제는 충분히 설득력 있고 포용적인 법 본성론에 관한 주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의 토대에는 관행을 유연한 실재로 이해하는 

동적인 관행 이론 모델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관행으로서의 법”(T1)을 구체화하는 두 국면으로서 “법원으

로서의 관행”(T2)과 “법의 토대에 있어서의 관행”(T3) 이라는 테제를 

위치지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명제들 역시 더욱 섬세하게 재규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에 있어서 관행이 관계되는 지점과 역할을 더 풍부하

게 설명하고, 생산적으로 활용 가능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원으로서의 관행”

   “법원으로서의 관행(Conventions as a Sources of Law)” 이라는 명

제는 관행을 법의 원천521)으로 탐구하는 입장이다. 이는 20세기 전반에 

영어권 법이론 안에서 주요 주제로 연구되었고, 오늘날 국제법 영역이나 

상법 등의 개별 법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관심을 이룬다.522)

   일반적으로 법원(法源)이란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범으로 이해

521) ‘법원(法源)’이라는 표현의 다의성에 해서는 켈젠이 지적한 바 있다. 켈젠은 ‘법원’
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법률적 의미와 비법률
적 의미를 구분한다. 전자는 입법과 관습에 한정되며, 이 경우 ‘법’이란 국가의 일반법
규범만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법률적 법원은 법창조 기능과 법적용 기능에 사실상 영향
을 미치는 모든 관념을 포함한다. 켈젠은 양자의 차이는 법적 구속력의 유무에 있다고 
설명한다. 한스 켈젠 (변종필・최희수 옮김), 순수법학, 길안사, 1999, pp. 358-359. 

522)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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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법체계에 따라서 제정법이나 관습523), 관습법, 그리고 선례 

등이 공식적인 법원으로 인정되어왔다.524) “법원으로서의 관행”을 논

하는 연구도 전통적으로는 주로 ‘관습법’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명제의 구성 요소로서의 관행은 일종의 사회적 사

실로서, 구체적으로는 종종 ‘관습’과 혼용되어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법 현실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점차 

재판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사법 과정이 실질화됨으로써 재판을 

통한 법형성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문가 입법

이 점차 확대되고, 입법 추론이나 입법철학(legisprudence)525)에 대한 연

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실효성 있는 살아있는 사

회규범을 적절히 발굴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된다. 

   대안적 관행 이론은 이런 시도를 뒷받침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

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여건 하에, “법원으로서 관행”이라

는 명제 역시 더욱 유연하게 재조명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관

습법의 개념이나 성립요건의 현대적 변환(transformation)의 시도 역시 

대안적인 관행 이론을 통해 이 명제를 재조명 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523) “법원으로서의 관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책으로는 David J. Bederman, 
Custom as a Source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이 책에서 저자
는 관습을 “비공식적이고 비제정된 공동체의 실천”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여러 관점에
서(인류학, 문화, 역사, 그리고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 관습법의 의미와 위상을 
논하고, 국내법체계와 국제법에서의 관습의 유형을 목록화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524) 법의 원천에 관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문헌은 Roger A. Shiner, Legal 
Institutions and the Sources of Law, Springer, 2005. 이 책에서 저자는 법원 개
념이 잘 정의되거나 연구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엄격하게 제도화된 법원
(strictly institutionalized sources of law)”에 논의를 한정한다. 국내에서는 김 휘, 
법원론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

525) 주로 사법의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던 법리학(Jurisprudence)과 조되는 것으
로, 입법철학(Leisprudence)은 ‘입법(legislation)’과 ‘사려 깊음/지혜(prudence)’의 합
성어이다. 최근 법철학 분야에서도 입법 추론에 한 관심이 증 되면서, 입법철학이 
하나의 분파로 부흥하고 있다. 이는 입법을 정치과정의 산물로 보는 것을 넘어 이론적 
탐구의 상으로 여긴다.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로 Luc J. Wintgens, 
Legisprudence: Practical Reason in Legislation, Routledge, 201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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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토대에 있어서의 관행”

(1) 궁극적인 승인 규칙

   마지막으로 “법의 토대에 있어서의 관행(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이라는 명제를 들 수 있다. “관행적 토대 테

제”526) 혹은 “토대 관행주의”527)로도 불리는 이 입장은 법은 어떤 근

본적 관행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영미 법철학 이론사

의 맥락에서 보면, 이 테제는 법체계의 권위와 합법성의 근거가 되는 하

트 승인 규칙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으며, 이는 현대 법

이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관행적 토대 테제”는 

법체계의 경험적 근본규범528)인 승인 규칙의 본질은 관행이며, 그런 토

대적 관행을 통해 법의 규범성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하트에 

따르면, 사회적 규칙들은 사회적 실천이다. 따라서 승인 규칙은 법공직

자들 간의 실천으로 설명된다.529) 요컨대, 승인 규칙은 법체계의 경험적 

근본 규범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승인적 실천의 예로 볼 수 있다.

(2) 비 궁극적인 승인적 실천의 가능성

   그런데 무엇이 법으로 간주되는지, 즉 법원(法源)을 식별하고 결정하

는 승인적 실천에는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즉, 궁극적 차원과 비궁

극적 차원이 가능하다. 이 가설은 두 가지 점을 전제 할 때 더욱 설득력

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이 명제에서 말하는 ‘토대(foundation)’ 개념을 

526) “관행적 토  테제” 라는 표현은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 466.

527)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 484.
528) 알렉시는 켈젠의 근본규범을 ‘분석적 근본규범’으로 설명하면서 그것과 비시켜 하

트 승인 규칙을 ‘경험적 근본규범’으로 규정한다. 하트의 승인규칙이 ‘경험적’ 근본규범
인 이유는 그것의 존재여부와 내용에 한 문제가 경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알렉시 
(이준일 옮김), 법의 개념과 효력, pp. 174-177. 

529) Shapiro, Legality,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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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

   철학에서 ‘토대’ 개념은 주로 인식론에서의 토대론(foundationalis

m)530)에서 다뤄진다.531) 그런데 ‘법의 토대’를 논하는 맥락에서라면 

토대 개념을 꼭 인식론적인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한 논자

(論者)는 법의 토대를 ‘논리적이고 인식론적인 토대’, ‘도덕적 혹은 

정당성 토대’, ‘법의 역사적, 발생적(genetic) 토대’, 그리고 ‘법의 

법-외적 토대(extra-legal foundations of law)’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532) 토대론의 기본적인 구조와 통찰은 수용하되, 승인적 실천이 이

뤄지는 법 토대 장(場)의 추상 수준을 현격히 낮춘다면 비궁극적인 토대

규범 혹은 비궁극적인 승인적 실천의 가능성도 그려볼 수 있다. 가령 사

법(司法)의 장에서 법관들은 제도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의 지위

와 권한을 갖는다. 이런 제도적 틀 안에서 그들은 법적 결정과 그에 이

르는 법적 추론의 과정에서 때로는 법을 발굴하고 승인하는 관행적 실천

을 한다.533) 그런데 그들이 승인하고 효력을 부여하는 법은 법체계 전체

530) (인식론적) 토 론의 입장은 주요 명제는 다음과 같다. ①정당한 믿음들은 그 정당성
을 다른 믿음들에 의존하는 믿음들과 다른 믿음들에 의존하지 않고서 정당하게 되는 믿
음들의 두 부류로 구분된다. ②기초적 믿음들이 인식정당성의 원천이며, 다른 믿음들은 
정당성을 궁극적으로 기초적 믿음에 의존한다. ③인식정당성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
다.  김기현, 현대 인식론, 민음사, 2008, pp. 162-166.

531) 인식 정당성은 피라미드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에서 땅과 닿는 부분을 이
루는 돌들은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돌들에 의존하지 않듯이, 인식
정당성 구조의 최하위층을 이루는 믿음들은 그 정당성을 다른 믿음들에 의존하지 않는
다. 반면에 피라미드 내의 모든 다른 돌들은 자신의 위치를 다른 돌들에 의존하여 유지
하듯이, 인식정당성 구조 내의 모든 기타의 믿음들은 그 정당성을 다른 믿음들에 의존
한다. 전자의 믿음은 흔히 기초적 믿음(basic belief), 토 적 믿음(foundational 
belief) 등으로 불린다. 김기현, 위의 책, p. 163. 이것이 토  개념에 한 기본적인 철
학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

532) Hubert Rottleuthner, Foundations of Law, Springer. 그리고 이런 구분 하에서 
켈젠의 근본규범이나 하트의 승인규칙은 첫 번째 범주에 포함된다. Hubert 
Rottleuthner, Foundations of Law, Springer, p. 2.

533) 법관의 이런 활동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실증주의 혹은 비실증주의라는 법철
학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  실증주의자는 이러한 승인적 실천을 준-입법 활동
으로 규정하거나 재량으로 설명한다. 반면 비실증주의자나 법원리주의자는 법원칙의 발
견이나 확인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중 어떤 입장이 타당한지는 여기서의 
논점이 아니다. 그런 활동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러한 비궁극적인 승인적 실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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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자연히 두 번째 전제로 이어진다.

   비궁극적인 승인적 실천의 존재 가능성을 논증하기 위한 두 번째 전

제는 “법의 토대에 있어서의 관행”이라는 논제에서 말하는 ‘법’의 

정체(identification)에 관한 것이다. 이 명제에서 ‘법’을 법체계 전체를 

뜻하는 ‘Law’로 이해하면, 무엇이 법인지를 승인하는 법공직자들의 

실천은 궁극적인 성격을 띤다. 예컨대, “영국 의회에서 영국 여왕이 말

한 것은 법이다”와 같은 규범을 말한다. 이는 법체계 및 그것을 구성하

는 모든 개별법들의 효력 근거를 제공한다. 이것이 하트적 구도 안에서 

논의되는 ‘궁극적 승인 규칙’이며, 그 본질이 관행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법철학 논쟁에서 다뤄져왔던 관행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명제에서 ‘법’을 개별

적인 법규범을 가리키는 ‘laws’로 이해하면, 그것을 구현하는 법 공직

자들의 법적 실천이 전면에서 강조된다. 즉 사법이나 입법 과정을 통해 

개별 법 영역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결정하는, 즉 잠재적 법원(法源)들 중 

일부를 선별하고 개별 법규범(a law)534)으로 승인하고 효력을 부여하는 

법 공직자들의 규범적 실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능의 면에서 보

면 이 역시 토대 규범이지만, 법체계 전체에 대한 추상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개별법들을 승인한다는 점에서 비궁극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런 비궁극적인 승인적 실천의 본질도 법공직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관행이라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가 타당하다면, 결론적으로 “법의 토대에 있어

534)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개별 법규범’은 켈젠의 용법과는 다르다. 켈젠은 입법이나 관습
에 의해 창조되는 것을 ‘일반적 법규범’으로, 그러한 일반적 법규범을 구체적인 개별 사
안 적용하여 확정하는 법률행위의 결과를 ‘개별적 법규범’으로 설명한다. 즉, 켈젠이 법
동태학을 통해 말하는 개별 법규범은 사안 A에서의 구체적인 법적 판결을 의미한다. 하
지만 본고에서 논하는 개별 법규범은, 굳이 켈젠의 설명 틀 안에 입한다면, 오히려 
일반 법규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안 A에서 (갑)에 해 내려진 구체적인 판결
의 결과 B라기 보다는, B를 도출하기 위해 발굴되고 승인된 규범을 의미한다. (물론 보
통법체계 국가라면 선례로서의 개별 법규범 역시 포함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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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궁극적인 승인적 실천으로서의 관행” 이라는 명제 역시 합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관행을 ‘사회적 실천과 규범의 결합’으로 바라보는 관행 이론에 있다.

3. 본 연구의 좌표 및 의의

1) 명제들 간의 상호 관계

   앞서 논의한 “법에 있어서의 관행”에 관한 세 명제 간의 상호 관계

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볼 수 있다.

T1 “관행으로서의 법” <포괄적 법본성론>

T2 “법원(法源)으로서의 관행”

T3

“법의 토대에 있어서의 관행” <토대 관행주의>

T3-ⓐ “LAW”: 궁극적 토대 관행
하트 버전

풀러 버전

T3-ⓑ “laws”: 비궁극적 관행

※ T1 ⊇ T2 ∪ T3

[표 8] 법에 있어서의 관행: 세 차원과 상호관계

   법과 관행의 관계에 대한 이런 법이론적 견해들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가령 “법원(法源)으로서의 관행”이 실제 

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입법이나 사법이라는 제도를 통할 수밖에 없

다. 그 과정에서 결국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법의 자격을 획득할지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법 공직자들의 실천이 반드시 관여된다. 그러한 승

인적 실천과 토대 규범의 본질은 관행이라는 주장이 “법의 토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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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관행” 명제로 연결된다.535) 이런 점에서 보면, 두 차원의 관행은 

서로 구별되긴 하지만 동시에 상호 교호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다.

2) 본 연구의 좌표 및 의의

   그렇다면 이러한 법이론 지형도 안에서 본 연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위의 분류에 따른다면, 본

고에서의 논의는 일차적으로는 “법원으로서의 관행”(T2)과 “비궁극적 

토대 관행”(T3-ⓑ)으로 이어지는 노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고의 대안적 관행 이론은 그 명제를 재규정하는데 필요

한 관행 개념관을 제공한다. 특히 사법과 입법의 장에서 이뤄지는 “비

궁극적 토대 규범으로서의 관행”의 위상은 기존의 법 이론에서는 제대

로 포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도 간과되어왔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문법체계를 근간으로 하기에 법원(法源)의 하나로 논의되는 관

행은 그저 ‘주어진 것’이나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해온 경향

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주장하는 동적인 관행 이론은 사

회의 규범적 자원들이 하나의 법원으로 공적으로 승인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의 측면에 더욱 주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입법과 

사법의 장에 존재하는 관행의 다양한 실제와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법원으로서의 관행”(T2)과 “법의 토대에 있어서의 관행”(T3) 논

제에서의 관행 관념은 상이한 철학적 위상과 역할을 전제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관행의 본질적 속성인 ‘관행성’을 공통으로 갖는

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양자는 비록 다른 범주에 속할지라도 유형이 다

른 관행으로 규정함으로써 둘을 연결하는 이론적 시도도 가능할 것이다.

535) 두 명제 사이의 필연적 상관성을 받아들인다면, “법원으로서의 실천”을 논하는 견해 
역시 일견 타당하게 참고할 수 있겠다.  Deumier (박수곤 옮김), “법원(法源)으로서의 
관행”. 다만, 이 번역 논문에서 ‘관행’의 원어는 프랑스어 ‘pratique’이지만, 프랑스 법
체계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관행’이란 우리말 번역어가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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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관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이론적 탐구이다. 관행

의 개념과 본성에 관한 다각적인 탐구를 통해 관행 그 자체에 대한 보다 

개선된 이해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대안적인 사회적 관행 개념

과 존재조건을 해명하고, 법적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되는 ‘법적 관

행 정식’을 도출했다. 그리고 일종의 병리현상으로서 ‘나쁜 관행’을 

소재로 삼아 관행의 효력 및 관행 평가라는 실천적 문제를 다루었다. 이

를 위해 본고 서론에서 제시한 이 연구의 두 단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관행의 개념과 존재 조건, 규범성의 원천 및 정당화 근거:  <1단계 목표>

(2-A) 관행성을 보존하면서도,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유연한 관

행 개념과 동적 이론                 개념과 본성의 문제: <일반이론 차원>

(2-B) 관행성의 극단화를 제어하고, ‘나쁜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

                                     효력과 평가의 문제: <법 이론 차원>

   본고는 일차적으로는 관행의 개념 혹은 관행주의에 덧씌워진 부당한 

혐의와 부정적 인식들을 해소함으로써, 관행 개념을 복권하고 ‘관행주

의를 구제하기(Rescuing Conventionalism)’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그러

나 이런 작업이 곧 관행 개념을 미화하거나 관행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의 최종 귀결점은 “그

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관행 이론의 한계로 겸손

하게 마무리 될 것이다. 필자의 문제의식과 연구 목표에 대한 점검을 기

초로, 본고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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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행이란 합리적 주체가 공동의 조정 혹은 협력 문제에 직면하여 

실천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수렴된 균형점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나 약속

이 없이도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자율적으

로 존속하는 묵시적인 규범적 질서이다. 관행은 실천됨을 존재론적 기반

으로 삼는 특별한 사회적 규칙으로서, 그 자체의 메커니즘 상 참여자에

게 행위 이유를 제공하고, 행위를 향도하며, 준수 의무를 창출할 수 있

는 규범이다.

   2. 사회적 관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①조정 해법으로서의 관행(흄, 루이스: ‘조정 해법 모델’), ②루

이스의 기본 전제를 거부하며 등장한 대안적 접근들(길버트, 러, 리

칸: ‘대항 모델’)이 있다. 그리고 ③루이스적 조정 관행을 수용하면서

도 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관행 유형(‘구성적 관행’)을 제

시한 마머의 보완적인 관행 이론(‘복합 모델’)이 있다.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들은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점에서 불충분한 면이 있다. 첫째, 일부 관행 이론들은 관행에 대

한 정적인 접근에 머물러 관행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담

아내지 못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관행 이론의 차원을 넘어, 법적 맥락에

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지는 ‘법적 관행’ 이론으로서도 한계를 갖는다. 

오늘날 관행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서 판단 대상이 될 만큼 법적으로도 

특별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적절히 설명하고 

근거지울 수 있는 ‘법학적 관행 이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사

회적 관행 이론은 그런 요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듯하다.(제2장)

   3. 이러한 두 차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고 제3장에서는 두 

단계의 탐구를 수행했다. 우선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가들의 

틀을 벗어나서 관행 그 자체의 개념적 구조와 요소를 분석하였다. ‘조

정 관행 모델’을 비판과 개선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관행 개념의 구

조적 요소를 ①상황 요소 ②해법 요소 ③상호작용 요소로 나누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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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각 항목별로 게임이론적 설명과 그에 대한 대안적 접근들을 비판적

으로 고찰함으로써 기존 이론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다.(제3장 제1

절) 이러한 분석적 탐구를 바탕으로 본고는 ‘조정 해답에서 조정 해법

으로’, ‘내쉬 균형에서 상관 균형으로’ 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보다 

개선된 수정 이론의 필요성과 방향을 역설한다.

   4. 기존의 일부 관행 이론들이 보이는 정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자는 관행에 대한 동적 접근을 시도한다. 본고가 제안하는 ‘동

적 관행 이론’은 연구 주제(theme)와 관행관(conception)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관행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실제를 더 잘 해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적 균형관과 대조되는 ‘동적 균형관’, ‘자율

적 메커니즘을 통한 진화적 발전’, ‘관행의 존재와 의견불일치의 허용 

가능성’ 등의 세부 주제를 논하였다. 이를 통해 세 가지를 논증한다. 

첫째, 관행은 확정적인 폐쇄적 완결체로서 발견의 대상이 아니다. 관행

은 실천적 추론의 과정 안에서 형성・유지・발전되는 진화적 산물이다. 

둘째, 설사 관행의 형성에 의도적 계기나 유권적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관행 자격성을 위협하지 않는다. 셋째, 관행의 해석적 측면과 

그것을 둘러싼 의견불일치(‘불확정성’)가 있다는 사실이 관행의 존재

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제3장 제2절)

   5. 관행의 복잡성과 역동성이 복합적으로 구현되는 대표적인 예로 

‘관행의 제도적 체계화(codification)’를 논한다. 관행의 제도적 체계화

는 ‘입법적 체계화[법제화]’와 ‘백과사전식 체계화’의 두 방식이 있

다. 전자는 기존 관행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순방향(+) 체계화’와 

기존 관행과 역행하는 ‘역방향(-) 체계화’로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역방향의 입법적 체계화’를 보여주는 최근의 예로, 일명 “전관예우

금지법”, “청탁금지법”이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들 수 있다.

   6. 관행 개념에 대한 분석적 탐구(제1절)와 동적 접근(제2절)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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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합하고, 본고의 문제의식을 정돈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사회

적 관행 정식’을 제안하였다. 각 조건들의 의미를 밝히고, 기존 이론들

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각 요건의 필수성과 실익을 밝힌다.(제3장 제

3절) 본고의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대안정식’)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조건들이 획득되면, 어떤 규칙 R은 사회적 관행이 된다. 

(1) R은 특정한 목표나 가치를 전제로 하는 협력적 실천으로

(2) 일정 규모의 인구집단 P의 구성원들에게는 상황 C 하에서 R을 준수할 

이유 혹은 이유들의 조합 A가 존재하지만, R에의 준수 이유나 결의가 참여

자들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공지될 필요는 없다.

(3) P의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 C에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 준수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 R을 준수하기를 선호하리라 기대하며, 일반

적 준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R을 준수한다. 

(4) 하나 이상의 잠재적인 규칙 R＊가 존재하며, 만약 상황 C에서 P의 구성

원들이 실제로 R＊를 준수한다면, 이 사실은 R 대신에 R＊를 준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상황 C에서 R과 R＊를 동시에 준

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게 된다. 

(5) R은 그것의 생성/소멸에 있어 명시적 합의/약속 등의 시점적 절차를 요하

지 않으며, 정규성의 경우에도 단선적인 시간 지속성은 요하지 않는다.

   7. 본고는 관행의 ‘성립・존재 조건’과 ‘강화 조건’을 구별한다.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은 관행의 성립과 존재를 위한 조건이다. 

‘강화 조건’은 관행 정식을 충족한 진성 관행을 사실적으로나 규범적

으로 더욱 견고하게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본고는 강화 조건의 예로 ①

공통 지식과 공식적 표명, ②시간적 지속과 반복, ③제도적 지지, ④도덕

적 이유들을 주장한다.(제3장 제2절) 마지막으로 “관행 ≒ 사회적 실천 

＊ 규범 ≒ 규범적 실천/질서” 라는 관계식으로 관행을 재규정한다.

   8. 대안적인 사회적 관행 개념 정식을 기초로 제4장에서는 관행의 규

범성 문제에 천착하였다. 본고는 관행의 규범성에 관한 논의를 ‘존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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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범성론’(제1절)과 ‘평가적 규범성론’(제2절)으로 구분한다.

   본고는 관행의 규범성에 대한 탐구는 1인칭 참여자의 실천적 추론의 

차원에서 ‘이유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가장 잘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방법론적 전제 하에 다음의 점들을 밝히고자 했다. 첫째, 관행은 

규범의 일종이다. 둘째, 관행은 특수한 규범성을 가지며, 특히 관행이 보

유하는 규범력에는 위계와 정도 차가 있다. 셋째, 진성 관행은 존재 자

체로 참여자에게 행위 이유는 제공하지만(‘이유 제공적 규범성’), 그것

에 따를 책무(‘책무 산출적 규범성’)까지는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관행의 규범력의 독립성과 도덕성에 대해서도 논했다.

   9. “규범으로서의 관행” 이라는 명제 하에, 필자는 ‘대안 정식’

의 요건을 충족한 진성의 관행은 그 자체로 규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

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우선 관행의 규범적 지위에 대한 일부 회의주

의적 견해들을 다룬다. 특히 관행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임의성’

이 관행의 규범성을 문제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보는 “규범성과 임의

성의 외견상 역설적인 조합” 논변을 논박한다. 이를 통해 ‘관행성’과 

‘규범성’이 모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인다.(‘존재론적 규범성론’)

   9. 본고는 관행이 갖는 규범성의 특징과 원천을 해명한다. 관행의 규

범성의 원천이나 관행적 책무의 근거로 ‘기능주의 논변’ ‘계약주의 

논변’ ‘심리학적 논변’을 검토한다. 관행 정식을 충족한 진성 관행은 

발생적 차원에서 이미 모종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발생적 정당

화 논변’은 ‘기능주의 논변’과 함께 관행의 규범성을 해명하는 1차적

인 문턱점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정당화 논변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결합되는 추가 논변으로 ‘계약주의 논변’과 ‘심리학적 

논변’(공감이론, 합동 결의 논변)을 함께 다룬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관행적 책무는 ‘다층적 책무성’을 가지며, 그 

규범성의 원천은 일원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국 목적과 

맥락에 따라 여러 논변들이 ‘다층적인 정당화 논변’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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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성’에 대한 고려는 모든 후보 논변들을 해석하고 조율하는

데 요청되는 필수 원리로 기능한다. 즉 ‘공정성 논변’은 관행의 규범

성의 존부를 둘러싼 대립된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법

적 관행의 경우에는 공정성 논변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제4장 제1절)

   10. 이러한 정당화 논변들을 근거로 진성 관행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관행 존중의 원칙’). 본고가 주장하는 ‘추정적 효력 테

제’는 ‘관행 존중의 원칙’을 법적 명제로 변환한 것으로서 관행 준수

에 대한 직견적 책무(prima facie obligation)를 인정한다. 다만, 진성 관

행에 부여된 효력은 확정적이거나 종국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추정적’

이며, 그 임계점을 넘은 ‘나쁜 관행’은 무효화될 수 있다.

   11. 본고는 일종의 병리 현상인 ‘나쁜 관행’ 문제를 소재로 삼아 

관행의 효력과 평가 문제를 다룬다.(‘평가론적 규범성론’)536) 구체적으

로 다음의 물음에 답하고자 하였다. ①나쁜 관행은 관행인가? ②나쁜 관

행의 의미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③나쁜 관행의 효력은 어떠하며, 그

것에 따를 의무가 존재하는가?

   본고는 기본적으로 실증주의 규범관에 입각하여 ‘나쁜 관행’의 개

념적 가능성을 인정한다. 우선 ‘나쁜 관행’과 ‘무의미한 관행’을 구

별한다. ‘무의미한 관행’은 대부분 나쁜 관행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서 ①(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이 점차로 지키지 않아 실효성이 현저히 

약화된 관행(‘실효성 심사’), ②애초에 그 관행이 전제한 목표나 취지

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반하게 된 관행(관행 정식의 조건 (1)에 위배; 

‘합목적성 심사’) ③(가장 약한 의미에서) 나쁜 관행이 있다.

   또한 ‘나쁜 관행’의 의미를 ‘도덕적 차원’과 ‘비도덕적 차원’

536)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평가론적 규범성론’은 크게 다음의 두 주제로 구성된다.
① 관행성의 타락이나 극단화를 규율하는 원리는 관행의 개념이나 본성 안에서 구할 수 있

을까? 관행 개념은 최소한의 심사기준 역할을 하는 내재적 개념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
는가?: <내적 제약 원리의 가능성 문제>   ② 관행에만 특화된 비판적 평가 기준을 제
시하는 것이 가능할까?: <외적 제약 원리의 독자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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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밝히고,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본고에 

따르면, 나쁜 관행의 경우에는 ‘추정적 효력 테제’가 부인되며, 그 결

과 그것에 따를 일반적 준수 의무가 부정된다. 다만 좁은 의미에서의 법

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제4장 제2절)

   12. 필자는‘나쁜 관행’의 해결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다. 본고는 

‘나쁜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국가 주도적 접근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하고 선도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근본

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은 관행성의 소멸을 통한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이다. 즉 ‘나쁜 관행’이 역으로 ‘무의미한 관행’이 되고, 최종

적으로는 ‘관행 아닌 것’으로 변화되는 자율적 메커니즘 실현이 이상

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개입과 원조는 보완책 역할을 한다. 결국 

‘나쁜 관행’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보편적 인식 확대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공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본고의 ‘법학적 관행 이론’이 풍부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

며, 실천적으로도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제4장 제2절)

   13. 필자는 본격적으로 법적 관행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친숙한 일상 사례에 이론을 적용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선착순 사례’,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사례(①오른쪽 

한 줄서기 사례, ② 한 줄서기 변경 사례)’, ‘여성 할례 사례’, ‘대

학원 성적 평가 사례(①학점부여 사례, ②출석체크 사례)’를 들어 본고

에서 다루고자 한 주요 쟁점들과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본고의 이론

을 설명 사례에 대입・적용하여 풀이해봄으로써, 본고의 핵심 주장을 보

다 선명히 드러내고 이론의 이해가능성과 수용력을 높인다.(제4장 제3절)

   14. 제5장에서는 ‘사회적 관행에서 법적 관행’으로 논의를 확대하

고 심화시킨다. 즉 본고의 관행 이론을 본격적으로 법의 영역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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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의 차원을 넘어, 법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뤄지는 ‘법적 관행’ 개념과 ‘법이론으로서 관행 이론’의 필요성을 

논구했다. 그에 대한 한 응답으로 ‘법적 관행 정식’을 제안한다. 이는 

‘수정된 사회적 관행 정식’에 ‘법적’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추가하여 

완성된다. ‘법적 관행’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된다. ①관행의 형성과 실행에 관여된 행위자 중 일부가 법체계상 

공적인 지위를 갖거나 그러한 역할과 연관된 경우(‘법 공직자 관행’), 

②관행의 내용이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헌정 관행’), ③관행이 

법규범에 의해 창출되고 인정된 경우(‘실정법적 관행’), ④관행이 만약 

분쟁화 되었을 때 관계인의 직접적인 법적 권리・의무 관계로 전이될 가

능성이 큰 경우(‘전이된 법적 관행’).(제5장 제1절)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종적인 ‘법적 관행 정식’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조건들이 획득되면, 어떤 규칙 R은 법적 관행이 된다. 

(1) R은 특정한 목표나 가치를 전제로 하는 협력적 실천으로,

(2) 일정 규모의 집단 P의 구성원들에게는 상황 C 하에서 R을 준수할 이유 

혹은 이유들의 조합 A가 존재하지만, R에의 준수 이유나 결의가 참여자들에

게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공지될 필요는 없다.

(3) P의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 C에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 준수

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 R을 준수하기를 선호하리라 기대하며, 

일반적 준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조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R을 준수

한다.

(4) 하나 이상의 잠재적인 규칙 R＊가 존재하며, 만약 상황 C에서 P의 구성

원들이 실제로 R＊를 준수한다면, 이 사실은 R 대신에 R＊를 준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상황 C에서 R과 R＊를 동시에 준

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5) 관행에 관여된 행위자 중 일부가 법체계상 공적인 지위를 갖거나 그러한 

역할과 연관되는 경우, 관행이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관행이 법규범에 

의해 제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경우[관행이 법규범에 의해 창출되고 인정된 경

우], 그리고 그것이 만약 분쟁화 되었을 때 관계인의 직접적인 법적 권리・의

무 관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는 ‘법적 관행’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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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은 그것의 생성/소멸에 있어 명시적 합의/약속 등의 시점적 절차를 요하

지 않으며, 정규성의 경우에도 단선적인 시간 지속성은 요하지 않는다.

   15. 본고는 관행과 혼동되는 대표적 예인 ‘관습’과 ‘관행’의 개

념적 구별을 시도한다. 즉, “관습 ≒ 관행 ＊ 습관(화)”라는 관계식을 

주장한다. 이 개념도식을 받아들인다면, 기존에 무분별하게 혼용되어왔

던 관행과 관습의 개념적 혼돈을 정돈할 수 있다. 그리고 대안 이론을 

기초로 관습이나 관습법에 대해 재조명함으로써 소위 ‘관습법 무용론’

이나 회의론들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관습법 성립요건의 현대

화’라는 생산적인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제5장 제1절)

   16. 필자는 이론의 타당성과 의의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의 성과를 우

리 최고법원의 판례(실정법학 및 법실무)와 “법철학적 관행주의”(법이

론)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법실무적 함의를 밝히기 위해 ‘날인 관

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바82 결정)

를 관행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조명한다. 특히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사이의 대립을 ①‘관행의 변경 논증’, ②‘나쁜 관행 논증’, ③

‘규범 충돌 논증’이라는 세 가지 각도에서 재해석했다.(제5장 제2절)

   17. 본고의 관행 이론이 법이론, 특히 “법철학적 관행주의”에 갖는 

시사점을 보이고자 ‘법에 있어서의 관행’ 이라는 명제를 기초로 논의

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다. 우선 논의 지평을 “관행으로서의 법”(T1), 

“법원으로서의 관행”(T2), “법의 토대에 있어서의 관행”(T3)으로 세

분한다. 기존 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의 관행 이론을 토대로 각 명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그

리고 ‘비궁극적인 승인적 실천’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이런 

시도를 통해 본고는 더욱 풍부한 ‘법철학적 관행주의’ 구상의 가능성

을 제시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장시킨다.(제5장 제3절) 궁극적으로 본 연

구가 법 실무 및 법 이론 영역에 갖는 의의와 기여점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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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행 이론의 의의 및 전망

1. 법 실무 및 실정법학에의 기여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로서 원형적 관행은 일종의 불문율이자 자

율적인 연성규범이다. 그런데 영역에 따라서는 관행이 실정법 못지않은 

규범력과 위상을 갖는다. 또한 입법이나 사법의 경로를 통해 법체계로 

흡수되는 잠재적 법원(法源)으로서의 관행은 단지 공식적인 제도적 승인

만 받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규범력에 있어서는 법 못지않다. 그런 이유

로, 특히 법적 관행 개념이나 효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서는 이런 문제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법체계나 법기관의 정당성

에 대한 도전이 될 만큼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

는 법이론과 법실무, 그리고 일상 법생활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1) ‘나쁜 관행’의 문제에 대한 법 이론적 응답

   본 연구는 ‘나쁜 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

다. 기존에는 이 문제가 사회문화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현실정치의 문제

로만 이해되어온 경향이 있는데, 본고는 그것을 법 이론적 차원에서 풀

어보고자 했다. 그리고 나쁜 관행에 대한 법이론적 해명과 평가를 위한 

이론 정립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부 기준들을 제시했다. 나쁜 관행으로 

판정된 관행에 대한 준수 책무가 부인되면 일차적으로 당사자는 스스로

의 심리적 부담과 외부의 도덕적 비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한 이런 시도는 나쁜 관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전환을 독려하고 공

론화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에 대한 공식적이고 제도

적인 해결 방안 모색(‘제도적 체계화’)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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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법 이론적 시도는 사법이나 입법 실무를 담당하는 법 공직자

들에게도 최소한의 향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

어, 상가 권리금의 문제가 여러 판례들을 통해 사법적으로 정비된 사례, 

가족들의 퇴원요구가 있을 경우 환자의 퇴원조치를 허용해온 의료계 관

행이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법적으로 

비화되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사례, 부당한 전관예우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일명‘전관예우금지법’의 마련,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이 ‘나쁜 관행’의 문제

가 사법이나 입법 과정을 통해 실제 양음(亮陰)의 실질적 법원(法源)으로 

전환되고 법제화되어 해결된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술한 예는 ‘역

방향 체계화’가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2) 법 실천: 양측에 균형 있게 활용 가능한 이론

   관행을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의 상황들은 결국 기존 관행에 대한 

존재나 효력을 인정받기를 주장하는 쪽과, 기존에 관행이라고 말해져온 

어떤 질서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것의 존재나 자격, 효력을 부정하려

는 쪽 간의 공방이 기본적 구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대립 구도의 특징을 

인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관행 이론이라면 이런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 역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본고의 제2단계 연구 목표가 일부나마 달성될 수 있다면 한편으

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회고적이고 

반성적인 차원’에서 보면, 본 연구는 기존에 ‘관행’이란 이름 아래 

유지되어 왔던 특정 질서에 대해 관행으로서의 존재나 효력을 적극적으

로 주장하는 측과, 그것의 불합리나 부조리를 근거로 효력을 부인하는 

측 양쪽 모두 균형 있게 참조 가능한 이론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관

행의 효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수반한다. ‘장래적이고 전향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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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보면, 새로운 영역이나 문제 상황에서 실제로 관행이 합당한 

규범으로 형성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론적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관행’이 입법이나 사법 경로를 통해 그 실질적인 규범력을 

확인받고 법원(法源)으로 흡수되기 위한 과정에서도 그 건전성에 대한 

이론적 평가 작업과 기준 마련은 중요하다. 법이란 본디 진공 속에서 주

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의 삶 속에서 형성된 규범적 씨앗을 발굴

해내고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재평가해가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2. 관행과 법 현실

1) 다층적인 규범 다원주의537)의 현실

   법철학적 관행 연구는 다변화된 법 현실과 새롭게 부상하는 여러 법 

현상들을 적절히 설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다층적인 규범 다원주의의 현실’

의 특징을 보인다. 

   우선 국가법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공동체 규범들

이 존재한다.538)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영역들, 예컨대 생명

윤리, 환경법, 첨단과학 분야 등에서 관행은 이미 국가법 이상의 실질적

인 규범력을 행사하는 ‘law in action’의 위상을 갖기도 한다. 또한 여

러 전문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역화된 전문법539) 현상도 국가 하위 

차원의 규범다원주의 현실의 한 유형인데, 그 기원과 본질을 관행 관념

537) 각 학문 분야에서 ‘규범적 다원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의미와 경향을 간단히 정
리하고 있는 글로는, Jan Klabbers and Touko Piiparinen, “Normative Pluralism: 
An Exploration”, in Normative Pluralism and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특히 pp. 19. 이하를 참고.

538) ‘국가-하위’ 차원의 법다원주의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김도현, 사회학적 법개념에 관
한 연구: 구조차원과 행위차원의 법이중성, 서울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박은정(편저), NGO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06.; 이철우, “국가와 시민사회의 접
점에서 본 법: 법다원성(LegalPluralism) 개념을 중심으로”, 제37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05. 참고.

539) 이상돈, “전문법-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고려법학, 제39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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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위로는 ‘국가법 너머’의 차원

에서 초국가적인 공동 협력을 요하는 다양한 규범적 질서들이 형성되고 

국가법 이상의 강력한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주권국가들이 규범

주체가 되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 아닌, 다양한 초국가적 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초국가법적 질서이다. 이런 현상

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ty)’나 ‘초국가적 법다원주의’540)로 명

명 되곤 한다. 이런 초국가적 규범 질서의 본질도 관행이라고 볼 수 있

다. 요컨대, ‘다차원적인 규범다원주의 현실’ 하에서 기존의 협소한 

국가법 중심 이론들은 설명력에 한계가 있고, 그 공적 정당화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이론적 자원 역시 적절한 관행 개념과 동적 관행 이론에서 

구할 수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이런 법 현상들의 차별성은 관행 이론 자체의 위상

을 논하는 맥락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비공식적인 규범이나 관

행 질서가 이전에는 법체계의 흠결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부분적인 

참조만 되었다면, 이제는 한편으로는 국가법을 기능적으로 대체할 만큼 

강한 힘과 위상을 확보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법 현상의 본질을 법철

학적으로 해명하고 평가하는 작업 역시 관행 이론을 통해 가능해진다.

2) 자율 규제 정책 및 연성 법제화 경향

   점차 확산되는 자율 규제 정책이나 연성 법제화(‘soft-law-system’) 

경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대안적인 관행 이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다변화된 법 현실에 발맞추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보다 유

연하고 ‘동적인 관행 이론’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40) 이 문제에 한 표적 연구로는 W. Twining, Globalisation and Theory, 
Evanston, 2000.; 국내에서는 김도균, “세계화와 법: 초국가적 법의 등장과 전지구적 
법치주의”, 한국법과 세계화, 법문사, 2006.; 박은정, “지구화와 법이론”, 서울 학교 법
학, 제48권 제3호, 2007.; 송상현, “다가오는 지구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국제적 법질
서”,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양천수, “초국가적 법다원주의 -개념적 차
원과 규범적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2008.; 조홍식, “지구화와 행정법의 

응”,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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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묵시적인 규범적 질서이자 자율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형성된 관행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법학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이론화를 가능케 한다. 더 근

본적으로는 “우리의 법”, “우리의 규범” 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

로써 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고양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관행’은 이론적이나 실천적으로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자원이다.

3. 관행 이론의 전망

   관행은 공식적인 실정법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 이론으로서 관행 이

론’은 그간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법철학적 관행주의541) 역시 영미 

주류적 모델들은 기존의 하트적 구도에 얽매여서542) 그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법적 영역에서 관행 개념이나 관행주의는 

그 잠재적 가능성에 비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탓에 아직은 불완전한 

유망주에 가깝다. 따라서 대안적인 ‘법학적 관행 이론’ 개발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한 시도가 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 이론으로서 관행 이론’을 지향한다면 본론에서 제

기한 실천적 쟁점들에도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된 개선된 관행 개념과 대안적 관행 이론은 이런 필요에 부분적으로

나마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 법철학이론으로의 지향과 더불

어 우리 법질서의 맥락과 특별한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법철학적 관행주

의 이론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541) 여기서 ‘법철학적 관행주의’라는 표현은 본고 제5장 제3절에서의 용례와 같다.
542) 영미의 주류적 법관행주의와는 달리 유럽권에서 발전된 일부 법관행주의는 상당히 다

른 양상을 보인다. 동일하게 ‘법관행주의’라는 브랜드를 갖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과 철
학적 기초 등이 제도주의와 매우 유사하다. 표적으로, Lagerspetz, The Opposite 
Mirrors.; Raimo Siltala, “Legal Conventionalism: Law as Expression of 
Collective Intentionality”, in Law, Truth, and Reason, Spring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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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후속 연구 주제

   본고는 관행에 관한 포괄적인 철학적, 법이론적인 탐구이다. 이를 통

해 관행 그 자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며,  ①‘일반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의 차원에서 기존 이론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선된 사회적 

관행 이론을 마련하고, ②법적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되는 ‘법적 관

행’ 개념과 법적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이론으로서 관행 이론’ 

정립을 본 연구의 일차 목표로 삼았다. 본고는 관행과 관련된 모든 유형

의 이론들, 예컨대 철학 및 사회과학에서의 사회적 관행 연구, 철학에서 

관행주의, 실정법학에서의 관습 및 관습법 이론, 법철학에서의 법관행주

의, 그리고 입법 및 사법 실무에서의 법원(法源)론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근본적인 토대 연구의 성격을 띤다. 또한 각 이론의 대안 모델 

구상에 필요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토대 연구가 갖는 근본

적 한계이자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본고는 몇 가지 한계들을 안고 

있다. 이 주제들은 후속 연구로 이어나갈 것이다.

   1. 본고는 법철학 분야에 직접적이고 고유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

지 못했다. 20세기 법철학 이론사에서 하트적 구도를 중심으로 논쟁되어

왔던, 특별한 의미에서의 ‘법관행주의’543)를 다루지 않았다. 이와 관련

된 후속 연구는 특히 세 가지 면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첫째, 드워킨의 공격으로부터 명명된 법관행주의544)에 대한 협애화된 

543) 이에 관해 잘 정리된 국내문헌으로는 이정훈, “법실증주의 승인율과 관행에 관한 연
구”, 2007.; 이정훈, “법개념 논쟁을 통해 본 관행과 법해석의 재량”, 2008. 안준홍, 
“87년 체제와 승인규칙의 변화”, 2012.; 안준홍, “승인규칙의 규범성에 한 일 고찰”, 
2013.; 권경휘, “승인의 규칙에 관한 하트의 이론”, 강원법학, 제46권, 2015. 을 참고.

544) 드워킨이 특징화한 법관행주의는 다음의 두 주장을 담고 있다. 첫째, ‘적극적 주장’으
로서, 판사는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관행을 존중해야한다.(적극적 
주장) 둘째, ‘소극적 주장’으로서, 관행상 인정되는 기법을 통해서 이 결정들로부터 도
출한 법 이외의 법이란 없다. 따라서 법이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새 법을 만들기 위해 
판사가 초법률적 기준을 사용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관행을 만들게 되며,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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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방식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드워킨이 최초로 이 용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이는 적어도 20세기 현대 영미 법철학에서는 ‘법관행

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그런 명명

이 잘못 되었다는 점은 여러 법철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 이는 

법관행주의의 공간을 부당하게 축소시킴으로서 이론의 잠재적인 개발 가

능성까지 제약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관행주의’의 정의, 

언어분석철학에서 등장한 일종의 역사적 개념으로서 ‘관행주의’, 그리

고 유럽권에서 제도주의와 접목된 법관행주의545) 등을 폭넓게 검토함으

로써 법관행주의의 개념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관행 

이론과 철학적 관행주의의 함의를 모두 아우르면서, 그것이 오늘날 법실

증주의-자연법론 논의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도 가

능할 것이다. “법관행주의 = (배제적) 법실증주의”라는 일부 잘못된 이

해방식546)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법관행주의는 토대 관행주의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법의 본성

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법관행주의’라는 이론 틀 안에서 적절히 규

율하는 시도도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의 기원, 법의 원천

(法源), 그리고 법의 기능 등 법의 본성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이 적절

히 재구성된 법철학적 관행주의 틀 안에서라면 충분히 논해질 수 있다. 

의 판결은 이 새로운 법을 관행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행주의는 기 보호이념(=법적 안
정성)을 근거로 한다. 드워킨은 관행주의는 법 실무에 관한 ‘부합(fit)’과 ‘정당화
(justification)’의 두 측면 모두에서 실패한 이론이라고 역설한다. 드워킨 (장영민 옮
김), 법의 제국, 제3장. 본고는 드워킨의 이런 설명은 관행에 한 경직된 이해방식을 
전제한다고 분석한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 제3장 제2절을 참고.

545) 예컨 , Raimo Siltala, “Legal Conventionalism: Law as an Expression of 
Collective Intentionality”, in Law, Truth, and Reason, Springer, 2011.

546) 이런 경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로서, 그린은 하토프에게 “아마도 당신은 이 세상
에서 유일한 반실증주의적 관행주의자(antipositivistic conventionalist)임에 틀림없
다.”는 인용을 들 수 있다. 물론 그린의 진단은 틀렸다. Govert den Hartogh, Mutual 
Expectations: A Conventionalist Theory of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p. ix.;  “사상의 모든 영역은 각기 고유한 근본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지난 수
십년 간 ‘관행’이란 단어는 법실증주의 분야에 연루된 사람들을 가장 잘 환기시키는 단
어 중 하나가 되었다.” Gordoni, “Multilayered Legal Conventionalism and the 
Normativity of Law”,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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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차원적인 법철학적 관행주의’를 구상할 것이다.

   셋째, 설사 토대 관행주의에 논의를 한정한다 하더라도 하트 버전의 

공식적이고 협소한 유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특히 풀러 버전의 토대

관행주의547)는 본고에서 논한 동적 관행 이론과도 연결될 수 있다.548) 따

라서 보다 유연하고 합당한 토대 관행주의 이론 모델을 구상할 것이다.

   2. 사법(司法)과 함께 입법 실무의 장에서 관행이 갖는 역할과 중요성

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법관행주의 이론들은 대부분 

사법적 관행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고는 입법 과정을 통해 관행이 

갖는 잠재적 법원으로서의 위상, 그것을 공적으로 승인하여 자격화하는 

입법적인 관행적 실천의 의의도 재조명하고자 했다. 즉, 판례 분석과 함

께, 다양한 입법례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관행 이론이 법제화나 입법 

실무의 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3. 본고는‘나쁜 관행’의 개념적 가능성 및 효력과 평가 문제를 논했

다. 특히 법적 관행의 경우 적절한 심사와 평가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547) 이는 기본적으로 풀러의 통찰을 계승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은 Postema, 
“Conventions at the Foundation of Law”, pp. 466-467.;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pp. 542-545.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지만 다
른 형태로 발전된 예로, Kyritisis는 자연법론적 법관행주의 설명을 시도한다. 
Dimitrios Kyritisis, “What is Good About Legal Conventionalism?”, Leg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이는 여전히 ‘법실증주의-자연법론’ 이
라는 이분법 안에서 논의를 펼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548) 하트와 풀러식 토  관행주의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하트의 협소한 토대 관행주의 풀러의 넓은(wider) 토대 관행주의

＊법적용 공직자들의 승인적 실천에 집중
＊협소하고, 형식적/공식적(formal)임.
 narrow-based 혹은 formal 
conventionalism
＊이유: 법이 의존한다고 말해지는 관행들
은 오직 (i)법체계의 효력있는 규칙들의 기
준 식별 문제와만 관련, (ii)법 적용 엘리트
들의 관행들에만 국한

＊커먼로 전통 내부에서, 최근 풀러의 작
업으로 표됨.
＊일반 수범자의 역할 포함
- 관행 혹은 일상적 관습과 실천들로서 법
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담당
- 설사 그들이 그들의 법체계의 효력기준 
수립에는 거의 공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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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다. 그런데 대안 이론이 더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타당성을 논증하는 단계로까지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549) 다만, 관행이란 특정 집단과 관할범위를 

갖는 지역화된 규범의 속성도 갖기에, 담론 영역이나 구체적 맥락에 대

한 고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이론의 수준에서 나쁜 관행을 심사・평

가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 마련이 합당한지, 얼마만큼 실효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우려 역시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다.

   4. 본고의 대안적 관행 이론이 법 실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적 논증 이론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

는 ‘법원으로서의 관행’과 법 공직자들의 ‘비궁극적인 승인적 실천’

의 필연적 상관관계를 논했다. 이 주장이 구체적인 법 실무에서 참작되

고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관행 이론과 결합한 “관행주의적 법적 논

증 이론”550)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안 이론을 토대로 정

립한 “관습법 (성립 요건)의 현대화”나 법원(法源)론의 재구성 역시 법 

이론이나 법 실무 모두에 실효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49) ‘나쁜 관행’을 판별하기 위한 잠정적인 심사기준은 본고 제4장 제2절을 참고.
550) 법관행주의와 법적 논증 이론의 결합을 논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Raimo Siltala, 

“Legal Conventionalism: Law as an Expression of Collective Intentionality”, in 
Law, Truth, and Reason, Springer, 2011. 하토프는 ‘관행주의적 법적 논증
(conventionalist legal argument)’을 다음의 7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①입
법문헌의 의미 논변, ②주관적 입법의도 논변, ③실질적 가치 논변, ④원리 논변, ⑤실
체적 관행 논변, ⑥유추논변, ⑦선례 논변. Hartogh, Mutual Expectations, pp. 
221-230. 골도니는 마머가 제시한 심층관행이 법적 추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한다. 그는 “커먼로와 시민법체계는 심층관행이 법적 추론을 구조화한다는 생각을 강
화한다. 이는 심층 관행성에 속하는 규칙들은 법적 추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고 설명한다. Goldoni, “Multilayered Legal Conventionalism and the 
Normativity of Law”,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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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넌, J.G. (곽강제 옮김), 철학의 의미, 제3판 (박영사, 2006).

비노끄라도프, P. G. (서돈각 옮김), 법에 있어서의 상식 (문교부, 1954).

사공영호, 제도와 철학 (대영문화사, 2015).

색스, 조너선 (서대경 옮김), 사회의 재창조 (말글빛냄, 2007).

서동석, 에머슨, 조화와 균형의 삶 (은행나무, 2014).

설, 존 (심철호 옮김), 정신・언어・사회 (해냄, 2000).

설, 존 (심철호 옮김), 지향성: 심리철학소론 (나남, 200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써얼, 존 (김기현・이병덕・송하석・심철호・최훈 옮김), 합리성의 새로운 

지평 (철학과 현실사, 2001).

셸러, 막스 (조정옥 옮김),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아카넷, 2006).

셸링, 토머스 (이경남 옮김), 갈등의 전략 (한국경제신문, 2013).

셸링, 토머스 (이한중 옮김), 미시동기와 거시행동 (21세기북스, 2009).

손상식, 관습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2015).

슈토이프, 마티아스 (한상기 옮김), 현대인식론 입문 (서광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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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론, 토마스 (강명신 옮김),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 (한울아카데미, 

2008).

싱어, 피터(엮음) (김성한・김성호・소병철・임건태 옮김), 규범윤리의 전통 

(철학과 현실사, 2005).

신이치, 후쿠오카 (김소연 옮김), 동적평형 (은행나무, 2010).

신현정, 개념과 범주적 사고 (학지사, 2011).

심헌섭, 법철학 Ⅰ-법·도덕·힘 (법문사, 1982).

심헌섭,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85).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법문사, 2001).

아들러, M.J., 열가지 철학적 오류 (서광사, 1990).

안준홍, 비실증주의 법원리론 비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알랙시, 로버트 (이준일 옮김), 법의 개념과 효력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야콥스, 귄터 (김일수・변종필 옮김), 규범, 인격, 사회: 법철학에 관한 프로

그램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양해림・정진우・박종덕・이용훈・이승례・정윤승, 공감인지란 무엇인가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양창수, 민법산책 (박영사, 2010).

양창수, 민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5).

액설로드, 로버트 (이경식 옮김),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09).

엄슨 J.O (이한구 옮김), 철학적 분석 (철학과 현실사, 2002).

에이어, A.J. (서정선 옮김), 흄의 철학 (서광사, 1987).

에이어, A.J. (송하석 옮김), 언어, 논리, 진리 (나남, 2010).

에어릭, 폴, 온스타인, 로버트 (고기탁 옮김), 공감의 진화 (에이도스, 2012).

에픽테토스 (김재홍 옮김/지음),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 (서광사, 2013).

오드니, 버나드 T. (구미정 옮김), 낯선 덕 (아카넷, 2012).

오스트롬, 엘리너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2010).

오스틴, J. L. (김영진 옮김), 말과 행위: 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서광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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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홍문관, 2016).

올슨, 맨슈어 (최광・이성규 옮김), 집단행동의 논리: 공공재와 집단이론 

(한국문화사, 2013).

우슬러너, 에릭 M (박수철 옮김), 신뢰의 힘 (오늘의책, 2013).

우쓰 (도희진 옮김), 잠재규칙 (황매, 2005)

월린, 셸던 (강정인・이지윤 옮김), 정치와 비전 2: 서구 정치사상에서의 지

속과 혁신 (후마니타스, 2013).

이동민, 영미법상 판례변경의 법리 : 법원칙 모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2).

이명숙, 존재론의 상대성 (서광사, 1994).

이문호, 법의 원천, 존재, 자유 (신논사, 2009).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이영호, 인식과 실천 (아카넷, 2004).

이은영, 관습의 정치 (박영사, 2007).

이재승, G. 라드브루흐의 법실증주의와 법률적 불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이재영, 영국 경험론 연구-데카르트에서 리드까지 (서광사, 1999).

이정우, 개념 뿌리들.Ⅰ (산해, 2008).

이정훈, 포용적 법실증주의 법개념 연구: 조선시대 법개념 분석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이준호, 흄의 자연주의와 자아 (UUP, 1999).

이현경, 닐 맥코믹의 제도적 법이론에 관한 연구: 법개념론을 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0).

임현진, 지구시민사회의 구조와 역학: 이론과 실제 (나남, 2013).

와츠, 던컨 J. (정지인 옮김), 상식의 배반 (생각연구소, 2011).

윈치, 피터 (박동천 편역), 사회과학의 빈곤 (모티브북, 2011).

전광석, 헌법의 기초 (집현재, 2016).

전재경, 법과 사회적 자본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정용덕 외 8인, 신제도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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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헌섭       ,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1999).

정원석, 롤즈의 공적이성과 입헌민주주의 (철학과 현실사, 2008).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11판 (박영사, 2016). 

조대엽,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L 새로운 사회갈등과 공공

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나남, 2014).

조승래, 공공성담론의 지적계보: 자유주의를 넘어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조홍식,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제2판 (박영사, 2009).

준이치, 사이토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지그피리드, 톰 (이정국 옮김), 호모루두스 (자음과 모음, 2010).

짐멜, 게오르그 (김덕영 옮김), 개인법칙: 새로운 윤리학 원리를 찾아서, 게

오르그 짐멜 선집・4 (길, 2014).

차인석 외, 사회철학대계 1 (민음사, 1993).

최송화, 공익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2).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 (뿌리와 이파리, 2009).

심헌섭, 게임이론과 진화 다이내믹스 (이음, 2009).

카르센티, 브뤼노 (김웅권 옮김), 마르셀 모스,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 (동문

선, 2009).

캐츠, 레오나드 (김성동 옮김), 윤리의 진화론적 기원 (철학과 현실사, 

2007).

켈젠, 한스 (심헌섭 옮김), 켈젠 법이론 선집 (법문사, 1990).

심헌섭   , (변종필・최희수 옮김), 순수법학 (길안사, 1999). 

심헌섭   , (김성룡 옮김), 규범의 일반이론 1 (아카넷, 2016).

코스가드, 크리스틴 M, (강현정・김양현 옮김), 규범성의 원천 (철학과 현

실사, 2008).

크릴레, 마르틴 (홍성방 옮김), 법발견의 이론 (유로, 2013).

크립키, 솔 A. (남기창 옮김),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 (철학과 현실

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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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드, 가브리엘 (이상률 옮김), 모방의 법칙 (문예출판사, 2012).

심헌섭         , (이상률 옮김), 모나돌로지와 사회학 (이책, 2015).

트리그, 로저 (최용철 옮김),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 (간디서원, 

2003).

파운드스톤, 윌리엄 (박우석 옮김), 죄수의 딜레마-존 폰 노이만, 핵폭탄, 

게임이론 (양문, 2014).

퍼트넘, 힐러리 (김효명 옮김), 이성・진리・역사 (민음사, 2002).

퍼트넘, 힐러리 (홍경남 옮김), 존재론 없는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6).

퍼트넘, 힐러리 (노양진 옮김),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을 넘어서 (서광사, 

2010).

페이비언, 앤드루 C. (김혜원 옮김), 모든 것은 진화한다 (에코리브르, 

2011).

포칵, J. G. A. (곽차섭 옮김),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1 (나남, 2011).

포퍼, 칼 (이한구 옮김), 추측과 논박 1 (민음사, 2001).

풀러, 론 (박은정 옮김), 법의 도덕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플류, 안토니 (최희봉 옮김), 흄 (지성의 샘, 2005).

하딘, 러셀 (황수익 옮김), 집합행동 (나남출판, 1995).

하르트만, N. (손동현 옮김), 존재론의 새로운 길 (서광사, 1997).

하만, 길버트 (김성한 옮김), 도덕의 본성 (철학과 현실사, 2005).

하버마스, 위르겐 (한상진・박영도 옮김),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 이론

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2000).

하우스만, 다니엘・맥퍼슨, 마이클 (주동률 옮김),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

정책 (나남, 2010).

하트, 허버트 (오병선 옮김), 법의 개념 (아카넷, 2001).

한국분석철학회 편, 합리성의 철학적 이해 (철학과 현실사, 1998).

헬드, 데이비드・맥그루, 앤터니・골드블라트, 데이비드・페라턴, 조너선 

(조효제 옮김),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2002).

흄, 데이비드 (이준호 옮김), 도덕에 관하여, 수정판 (서광사, 1998).

흄, 데이비드 (김성숙 옮김), 인간이란 무엇인가 (동서문화사, 2009).

흄, 데이비드 (이준호 옮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살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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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권경휘, “켈젠의 규범 일반 이론 - 효력 이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14권 제3호 (2011).

권경휘,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에 관한 고찰: 법실증주의의 관점

에서”,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2).

권경휘, “법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연구: 법은 수범자의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하는가?”, 법학논문집, 제36집 제1호. (2012).

권경휘, “승인의 규칙에 관한 하트의 이론”, 강원법학, 제46권 (2015). 

김경제, “관습법에 대한 오해-민법 제1조의 헌법 합치적 해석-”, 세계헌

법연구, 제18권 제3호

권경휘,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 :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2004 헌마 

554, 566 병합)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3호 (2005).

김기창,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공법연구, 제33집 제3호 (2005).

김도균, “자연법론적 승인율 모델의 가능성”, 법철학연구, 제3권 제2호 

(2000).

권경휘, “자연법론적 승인율의 필연성에 대하여”, 법철학연구, 제4권 제1

호 (2001).

권경휘, “법원리로서의 공익 -자유공화주의 공익관의 시각에서”, 서울대

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권경휘, “세계화와 법: 초국가적 법의 등장과 전지구적 법치주의”, 한국

법과 세계화 (법문사, 2006).

권경휘, “우리 대법원의 법해석론의 전환-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

기”, 법철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0).

권경휘,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서울

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권경휘, “집합행동・신뢰・법-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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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quiry on Convention

- From Social Conventions To Legal Conventions -

Lee, Hyun Kyung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vention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specialized legal discourse as 

well as in our daily life. Nevertheless, jurisprudential research on the 

legal convention per se has not been done enough.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conceptions of convention and deepen our understanding 

of its normativity and its conditions for existence. In order to carry out 

these tasks, I set up two specific purpose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wo different understandings on convention:

(1) A flexible conception of convention which preserves its own 

conventionality but allows the possibility of change and innovation

 : <AS an general social convention theory>

(2) An alternative convention theory which controls and regulates the 

depravity of conventionality and serves the resource of analysis and 

evaluation of ‘bad convention.’                   : <As a leg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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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examine these research questions from various angles 

and give a reasonable theoretical answers, this study consists in four 

main chapters.

   The second chapter overviews several major models on social 

convention theory: coordination solution model of Hume and Lewis, 

alternative model of Gilbert, Miller, Millikan which has emerged to 

reject Lewis’ fundamental premises, and Marmor’s multi-layered 

alternative convention model which accepts the coordination convention 

but provides a new type of understanding of convention to overcome 

its limitation.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conceptual structure of convention 

and its necessary elements that is independent of typical convention 

theorists’ frame. I analyze the conceptions of conventions into 

‘situation element’, ‘solution element’, and ‘interaction 

element.’ Then, I establish the dynamic theory of convention which 

consists of two aspects: conception of convention and themes of 

research.

   The fourth chapter investigates the normativity of conventions and 

its evaluational function which tries to solve the problem of ‘bad 

convention’. I claim that genuine conventions should be respected for 

this role. Since the convention has a presumptive validity, we have 

prima facie obligation to conform to it.(“presumptive validity thesis”) 

However, so called ‘bad conventions’, different from pointless 

conventions, loosen their presumptive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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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fth chapt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ppling this alternative 

convention theory to legal domain. I defend the necessity of ‘legal 

convention’, and propose its formulation. I define the concept of 

‘Legal convention’, in addition to four possible conditions which 

represent ‘the legal’ to the refined social convention. Then, I 

provide its legal implications of this alternative convention theory in 

the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jurisprudential 

conventionalism.

keywords: Convention, Social Convention, Legal Convention, Bad 

Convention, Custom, Customary Law, Hume, Lewis, Gilbert, 

Marmor, Game Theory, Normativity, Presumptive Validity 

Thesis, Social Practice, Coventionalism, Legal Conventionalism, 

Jurisprudential Coventionalism.

Student Number: 2010-3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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