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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드워킨은 <법의 제국> 1장에서 하트의 승인율 이론을 ‘의미론적

법이론’으로 묘사하고 이를 비판한다. 드워킨은 법의 효력의 차원

과 법의 근거의 차원을 구별한다. 그런데 이 분류에 따라서 살펴

보자면, 의미론적 법이론은 법의 근거에 관하여 법률가들 사이의

공유된 기준의 존재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하트가 주장한

승인율 이론의 본래 내용은, 드워킨의 분류상 법의 효력에 관하여

공유된 기준의 존재를 주장하는 이론일 뿐이다. 승인율 이론은 법

의 근거에 관한 논의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드워킨은 ‘의미론적 법이론’을 방어하기 위한 견해로 ‘언어

경계선식 옹호론’을 소개하는데, 이는 하트의 개방적 구조 이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드워킨에 따르면,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은

중심부에 있어서 법에 관하여 공유된 의미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하트의 개방적 구조 이론에서는 명백한 사

례들이 중심부를 구성할 뿐이다. 하트는 의미기준이 중심부를 구

성한다고 보지 않았다.

드워킨은 실증주의 법이론이 법률가들 사이의 이론적 견해차이

를 해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법실증주의 이론에 따르게 되면

‘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차이를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

한 견해차이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드워킨이 ‘법이 무엇인가’

를 논할 때, 이 때 ‘법’은 ‘현재의 법’이 아니라 법의 바람직한 형태

인 ‘고상한 법’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견해대립은 ‘법’이라는 단어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표현형

식의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드워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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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드워킨(Ronald Dworkin)의 법이론 문헌에서는 실증주의 법이론에 대한 
비판, 특히 하트(H.L.A. Hart)의 실증주의 법이론에 대한 비판이 출발점으
로서 줄곧 등장한다.1) 본 논문은 드워킨의 하트의 법실증주의 비판을 간
결한 형태로 정리하고 이를 혼란 없이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드워킨의 하트에 대한 비판을 다루기 위해서는, 하트-드워킨 논쟁을 부
분적으로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
체 논쟁사의 개관은 삼가려고 한다. 첫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쟁점을 
확장시키며 논쟁사를 소개하게 되면, 각 쟁점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마련
이다. 이렇게 되면 드워킨의 하트 비판의 공통 요소(및 그에 대한 반박논
리의 공통 요소)를 포착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각 진영의 입
장에 따른 논박들을 소개하는데 그치게 되면, 이 논쟁의 원인을 궁극적으
로 각 학자들의 법철학에 대한 관점 및 가치관의 차이로 환원시킬 위험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각 학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
명이 중요한 것이다. 셋째, 이 논쟁이 하트와 드워킨만의 논쟁이 아니었기 
때문에2) 이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축약이 될 가능성이 

1) 포스테마의 평가에 따르면, “현대 자연법론자들의 연구들보다도 더욱, 드워킨의

법이론은 하트의 법이론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Gerald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Common Law World, vol.12,
Springer, 2011, 403면.)

2) 하트-드워킨 논쟁은 비단 둘 만의 논쟁이 아니라, 하트를 계승한 실증주의자들과

드워킨 사이의 논쟁으로 구성되어있다. “하트-드워킨 논쟁’이라는 전통적인 표기

는 다소 기만적인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하트와 드워킨이 이 논쟁의 유일한

참여자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 분명(apparently) 하트는 다른 이

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방어하는 작업을 남겨두었다”(Scott Shapiro, "The

"Hart-Dworkin" Debate : A Short Guide for the Perplexed" in Ronald
Dworkin, Arthur Ripstein 편,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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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게다가, 각 학자들의 언어표현형식과 철학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형식에 집착하다보면 내용적인 오해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간결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드워킨의 실증주의 법이론 비판의 논리를 가급적이면 드워킨의 언어로써 
정리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드워킨의 실증주의 법이론 비판의 문제점을 
검토할 때도 외재적 논거를 끌어들이기보다는, 드워킨의 이론 내부의 모순
들을 포착하는데 주력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출발점에서는 포용적 법실증주의(Inclusive 
Legal Positivism, Incorporationism)3)를 주장한 콜먼(Jules L. 
Coleman)의 논의에 상당수 기대고자 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
문이다.
  첫째, 콜먼의 이론을 도입하는 것은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는 장점이 있다. 콜먼은 드워킨을 비판할 때, 하트의 이론적 틀을 벗어나
는 독자적인 논의를 거의 전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4), 하트 사후에 발

3) 포용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개로는 다음을 참조. 심헌섭, “권위에 관하여(1998)",

『비판과 분석의 법철학』, 법문사, 2001, 113-138면. 참조. 김도균, “자연법론적

승인율 모델의 가능성”, 『법철학연구』, 제3권 2호, 한국법철학회, 2000, 80-81면.

장영민, “법실증주의의 현대적 전개 - 도덕포용적 법실증주의에 관한 약간의 고

찰-”, 『법철학연구』, 제4권 1호, 한국법철학회, 2001, 138-141면.

4) 다만 2007년까지의 일이다. 2007년부터 콜먼은 하트와 자신의 이론적 가치에 회

의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콜먼은 2007년 논문(Jules L. Coleman, "Beyond

Separability Thesis: Moral Semantics and the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27 no.4, 2007, 581-608면.)에서 분리가능성

테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2009년 논문에서는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이름으로 옹호했던 하트의 핵심 테제들인 분리가능성 테제, 승인율, 법의 기준이

라는 관념을 법에 있어서 비본질적(inessential)이거나 오도된(mistaken) 것이라고

부정했다.(Jules L. Coleman, “Beyond Inclusive Legal Positivism”, Ratio Juris,
vol.22 no.3, 2009, 359면.) 심지어 콜먼은 자신의 논의를 하트 이론의 틀에 가두

어두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나는 갇혀있었는

데(I was entrapped), 특히 승인율과 분리가능성 테제에 의해서였다. 나는 하트에

게 길을 내어주려 했고 그래서 하트의 프레임 안에서 제안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갇혀있었다(I was trapped). 나는 승인율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이는 내가 ‘법조항이 될 조건으로서 도덕성’의 존재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포용적

법실증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분리가능성테제에 의해서도 갇혀있었는데,

이는 나의 도전이 포용적 법실증주의와 분리가능성 테제의 양립가능성을 보여주

는 것이었기 때문이다.”(Jules L. Coleman, “Beyond Inclusive Legal Positivism”,

384면.) 그러나, 콜먼은 하트와 자신의 이론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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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된 <법의 개념> 후기에서 하트가, 실질적으로 콜먼의 전략이 자신의 입
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인했기 때문이다.5) 
  둘째, 콜먼이 논의의 층위를 명확하게 구별해주기 때문이다. 논의의 층
위를 명확히 구별해야 드워킨의 법이론과 실증주의 법이론 상에서 서로 
어떠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접합되고 연결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본 논문은, 드워킨의 실증주의 비판은 논의의 층위를 제대로 구
별하지 못한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층위 구별은 특히 중요하다.
  콜먼은 드워킨의 주장과 법실증주의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양립성을 강조했으며, 어느 실증주의자들보다도 드워킨의 통찰들의 긍정적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콜먼은 드워킨의 타당한 통찰들을 수용하
면서도 실증주의를 구제하기 위한 의도로 포용적 법실증주의를 구상했다.

많은 논평자들은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출발을 나의 논문, <Negative and 
Positive Positivism>에서 찾는다. 도덕적 원리가 법이 될 수 있다(the 
legality of moral principles)는 드워킨의 전제들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실증주의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드워킨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
능하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논변의 골자다.6)

  
  본 논문은 불필요한 오해들과 표현형식상의 차이를 제거하고 나면7), 콜

를 하고 있을 뿐, 하트의 이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개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콜먼은 자신의 드워킨에 대한 반박의 논리들을 철회하지도 않

았으며,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기본입장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혼란 없이 콜먼의 기본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논지의 통일성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2007년 이전의 콜먼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5) “하트가 궁극적으로 법의 개념 후기에서 콜먼의 전략을 인준(endorse)했다는 점

이 주목되어야 한다.”(Scott Shapiro, "The "Hart-Dworkin" Debate : A Short

Guide for the Perplexed", 34면.) 콜먼도 “법의 개념 후기에서, 하트는 내가

<Negative and Positive Positivism>이래 발전시켜온 형태의 법실증주의를 받아

들였다”라고 평가했다.(Jules L. Coleman, "Incorporationism, Conventionality,

and the Practical Difference Thesis", Legal Theory, vol.4, 1998, 382면(각주5).)
하트는 콜먼의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하트의 입장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승인

한 것이다.

6) Jules L. Coleman, “Beyond Inclusive Legal Positivism”,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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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의 주장대로, 실제로는 실증주의 이론과 드워킨의 이론이 꼭 충돌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글이 취하는 형식 자체는 비판이지
만, 비판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불필요한 대립을 종식시키는 것이
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법의 제국> 1장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삼아, 드워킨의 실증
주의 법이론 비판 논리를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실증주의 법이론은 하트/콜먼의 실증주의를 말한다.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바는 포용적 법실증주의와 드워킨 양자간의 대
립이다. 그러므로 별개의 논점을 이루어 같은 논의 평면에서 다뤄질 수 없
는, 배제적 법실증주의와 드워킨 양자간의 대립8) 혹은 포용적 법실증주의
와 배제적 법실증주의 양자간의 대립은 다루지 않는다. 즉 배제적 법실증
주의와 관련한 논점은 가능한 한 생략하기로 한다.
  <법의 제국> 1장을 중심으로 삼는 이유는, 이곳에서 가장 구체화된 형
태로 드워킨에 의한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브라이언 라이터는 하트-드워킨 논쟁의 승리자가 하트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드

워킨의 하트에 대한 이해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했다. 설명적 가치조차도 의

심스럽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지금에 와서는 다른 이들에

게도 마찬가지인데, 하트-드워킨 논쟁에서는 세부사항(on the particulars)에 있어

서 분명한 승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승리는 매우 분명해서, 이제는 하트에 대

한 드워킨의 비평이 과연 설명적 가치도 있는지가 의심스럽다(even the heuristic

value of the Dworkinian criticisms of Hart may now be in doubt).”(Brian

Leiter, "Beyond the Hart/Dworkin Debate: The Methodology Problem in

Jurisprudence", The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vol. 48, 2003, 18면.)
8) 배제적 법실증주의가 드워킨의 실증주의에 대한 묘사 자체는 받아들이는 반면,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드워킨의 실증주의에 대한 묘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Gerald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Common
Law World, vol.12, Springer, 2011, 408-409면 참조) 드워킨에 대한 비판에 있어

서는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배제적 법실증주의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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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국> 1장에서 드워킨은 다른 법이론들도 함께 묶어서 비판하긴 하
지만9), 그 중에서도 하트의 법실증주의 비판 내용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하트에 대한 비판이 드워킨의 법이론의 출발점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드워킨은 하트의 법실증주의를 크게 두 가지 양태로 비판한다. ‘의미론
적 법이론’과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이 그것이다. 드워킨은 하트의 승인율 
이론을 의미론적 법이론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소개하고 나서, 하트의 개방
적 구조 이론을 의미론적 법이론을 옹호하는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으로 묘
사한다. 비록 언어경계선식 옹호론 자체가 의미론적 법이론과 밀접한 연관
을 맺고 있지만, 각각의 묘사가 겨냥하는 하트의 이론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전자를 ‘의미론적 법이론’으로, 전자와 관련되지 않
은 후자의 차원을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제3절. 내용의 개관 및 선행연구

  2장에서는 예비적 논의를 전개한다. 콜먼과 드워킨이 논의의 층위를 어
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하트/콜먼의 법실증주의 내용을 간략
하게 소개한다. 또한 드워킨이 하트의 법실증주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드워킨의 ‘의미론적 법이론’이 하트의 승인율에 대한 묘사로
서 타당한지를 콜먼의 논의에 기대어 검토한다. 드워킨의 비판지점은 궁극
적으로는 ‘이론적 견해차이’를 해명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콜먼의 반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드워킨의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이 하트의 개방적 구조에 대

9) 드워킨은 <법의 제국>에서 존 오스틴의 이론과 자연법 이론도 묶어서 축약된 형

태로 비판한다.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는 Robert N. Moles, "The Decline and

Fall of Law's Empire" in Reading Dworkin Critically, Alan Hunt 편, Berg
Publishers, 1992, 72-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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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묘사로서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콜먼과 라즈의 논의에 따르면, 이는 부
당한 견해를 하트에게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언어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드워킨의 문맥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이 
논점을 해석적 쟁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5장은 3장과 연결된 논의이다. 여기서는 ‘이론적 견해차이’에 관하여 하
트/콜먼의 법이론과 드워킨의 법이론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
펴본다. 궁극적으로 이는 ‘법’이라는 단어의 지시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지의 대립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2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안준홍의 박사학위논문10)이다. 이 
글은 드워킨과 알렉시(Robert Alexy)의 규칙/원리의 구별은 질적인 경계
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하며, 비실증주의 법원리론은 법이 사회적 
규범체계라는 점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
다. 다만, 이 글 자체는 포용적 법실증주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결론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실증주의 법
원리론 비판에 동원된 논거들이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아니라 배제적 법실
증주의에 더 맞”11)다는 한계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본 논문
은 여타의 실증주의를 배제하고, 콜먼의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입장만을 일
관함으로써, 규칙/원리의 질적인 구별가능성을 회의하는 차원을 넘어 그 
구별 자체의 필요성을 되묻고자 한다. 본 논문은 드워킨의 규칙/원리의 
구별이 사실은 하트의 이론에 대한 오해에서 기원한 것이며, 논의의 층위
에 따라서는 양자는 동일한 것을 지칭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3장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정훈의 박사학위논문12)이다. 이 글은 포용
적 법실증주의의 논의를 법과 도덕의 구별에 관한 논의의 층위에 국한시
키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글은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전반 논의 
및 배제적 법실증주의에 대한 콜먼의 비판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 다만, 

10) 안준홍, “비실증주의 법원리론 비판”,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11) 안준홍, “비실증주의 법원리론 비판”, 167면.

12) 이정훈, “포용적 법실증주의 법개념 연구 - 조선시대 법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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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콜먼의 두 가지 견해차이의 구별이 드워킨의 이론적 견해차이에 
기한 논변을 반박하지 못한다고 소개하고 있다.13) 그러나 본 논문은 3장
과 5장을 통해 콜먼이 두 가지 견해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드워킨의 문제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하트의 개방적 구조론에 관한 권
경휘의 논문14)이다. 이 글은 하트의 개방적 구조 논의의 연원과 내용 그
리고 이에 대한 드워킨의 비판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드워킨
의 ‘의미론의 독침’ 논변에 기한 하트 비판은 ‘기준적 의미론’이라는 부당
한 견해를 하트에게 귀속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하트가 중심사례의 다툼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
적으로는 드워킨의 비판이 타당하다고 평가한다.15) 하지만 본 논문은 전
자의 평가에는 찬성하면서도, 후자의 평가에는 찬동하지 않는다. 본 논문
은 4장에서 중심사례에 관한 논의로서도 드워킨의 하트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13) 이정훈, “포용적 법실증주의 법개념 연구 - 조선시대 법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66-67면.

14) 권경휘, “하트의 ‘개방적 구조’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435-460면.

15) 권경휘, “하트의 ‘개방적 구조’에 관한 연구”, 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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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비적 논의

  <법의 제국>에서의 드워킨의 실증주의 법이론 비판을 검토하기에 앞서
서, 두 가지 예비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실증주의 법이론과 드워킨의 법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 논
의의 층위를 구별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하트/콜먼의 실증주의 법이론이 
어떤 얼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논의의 층위 구별

  콜먼은 법이론적 물음의 세 가지 층위를 구별하는데, 각각은 토대, 규
준, 내용의 물음이다.(1.) 드워킨도 법의 효력과 법의 근거를(2.), 혹은 전
해석적 단계와 해석적 단계를(3.) 구별한다. 드워킨과 콜먼의 구별이 상호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토대, 규준, 내용

  많은 실정법학의 교과서는 법원(法源, Rechtsquelle, source of law)의 
문제를 서두에서 논의한다. 하지만 모든 논의가 법원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론을 통해서 법을 확인했다면, 이를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해
석·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콜먼의 법이론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문제와 법해석의 문제를 구별한다. 
다만 용어가 조금 다를 뿐인데, 콜먼은 법철학적 문제의 세 가지 층위를 
구별한다.

다음의 것은 별개의 문제들이다. 공동체의 법의 기준(the criteri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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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ty)16)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 규준
(standard)를 인지하는 것. 또한 별개인 것은, 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 
규준이 그에 의해 통치 받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다. 규칙들(개별적
으로)과 법(일반적으로)이 무엇을 요구하고 허용하는지(require or 
permit), 즉 어떤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고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 하는지의 
물음이다. 이는 법의 내용(legal content)에 관한 물음이다. 어떻게 우리가 
법의 내용을 발견하고 구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17)

  1층위와 2층위는 법의 기준(the criteria of legality)의 문제다. 1층위
에서 공동체의 법을 구성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2층위에서 그 
기준이 충족하는 규준(standard)들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1층위는 법의 
효력근거(效力根據)를, 2층위는 법의 현상형태(現狀形態)를 묻는다는 점에
서, 이 두 층위가 합쳐져서 법원의 문제를 구성한다.
  3층위는 법해석론에 관련된 차원이다. 이는 위 두 층위와 달리 법을 현
실에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콜먼이 
말한 법의 내용(legal content)의 문제다. 명시적인 성문의 법이든 암묵적
인 불문의 법이든, 추상적으로 표현된 법이든 구체적으로 표현된 법이든, 
법이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지의 문

16) 승인율에 관련한 실증주의자들의 논의에서는 'legality'란 단순히 법이냐 아니냐

라는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서 ‘법이 될 자격’ 내지 ‘법자격’이다. 따라서 ‘the

criteria of legality'란 ‘법이 될 기준’ 내지 ‘법의 자격기준’이다. 번역어를 이런 식

으로 채택하면 최소한 콜먼의 의도만큼은 분명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콜먼은, 한 논문에서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해 나는 legality와 validity를 동의어로

취급하고자 한다”(Jules L. Coleman, “Second Thoughts and Other First

Impressions” in Analyzing Law: New Essays in Legal Theory, Brian Bix 편,
Clarendon Press·Oxford, 1998, 258면.)라는 식으로 효력기준을 중심으로 legality

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the criteria of legality'를 ‘법의 자격기준’으로 번역

하게 되면, 지나치게 다의성을 제거하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the

criteria of legality'가 과연 법의 효력기준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적용

기준으로서 기능도 반드시 요청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애초에 제기되지도 않을

것이고, 따라서 둘 중 무엇이 핵심인지를 논증하는 콜먼의 논의도 무용해질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콜먼의 최소한의 의도는 담으면서도, 다의성을 지나치게 배

제하지 않도록, the criteria of legality를 ‘법의 기준’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17)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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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 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규준들이 개별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허
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인식적 단계의 작업이다. 법의 기준의 관점에서 본다
면 구체적 사건에서 법의 기준이 포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의 물음이 되
지만, 이를 공무담당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해석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
가 된다.
  콜먼은 법실증주의의 핵심은 ‘사회적 사실 테제(the Social Fact 
Thesis)’라고 말한다.18)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기준의 토대를 사회적 사
실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콜먼에 따르면, 사회적 사실 테제는 ‘포용
적 법실증주의’의 핵심테제가 아니라 ‘실증주의’의 핵심테제다.

실증주의는 법적 권위19)의 가능성(the possibility of legal authority)이 
실질적 도덕성의 관점에서(in terms of substantive morality)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사실의 관점에서(in terms of certain social facts) 설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사회적 사실 테제라고 하자; 법실증주의에 
있어서 어떤 주장도 이보다 핵심적이지는 않다.20)

  그런데 콜먼의 논의에서 이 테제가 위치하는 곳은 바로 1층위다. 콜먼
의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의 모든 문제들을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설
명하려 하지 않는다.21) 콜먼의 포용적 법실증주의 논의는 ‘법의 기준의 토

18) 하트도 법체계의 토대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기술사회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

루어볼 때 1층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2장 2

절 1. 참조.

19) 콜먼이 말하는 ‘권위’는 라즈의 논의에서와 달리 법적 효력 이상의 내용적 함축

을 지니고 있지 않다. 콜먼이 사용하는 권위(authority)이라는 말은 정당한 권위

(legitimate authority)와 무관하며 그저 법이 효력을 가진다는 점 이상을 의미하

지 않는다. “법이론의 목적은 법의 정당한 권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에 대한 주장(its claim to authority) 및 그 주장의 함축을 해석하는 것이

다.”(Jules L. Coleman, “Second Thoughts and Other First Impressions”, 268

면.) 콜먼은 (배제적 법실증주와 포용적 법실증주의 사이) “우리의 견해대립은,

권위에 관한 이론이 법이 될 조건에 부과하는 제약에 관한 대립이다.”(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32면.)라고 말한다. 권위를 어떻게 바라볼

지는 배제적 법실증주의와 포용적 법실증주의 사이의 논점이므로 본 논문의 범

위를 벗어난다.

20)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75면.
21) 반면에 배제적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전반의 층위를 사회적 사실로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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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차원과 ‘법의 기준의 내용’의 차원을 구별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의 기준의 토대와 법의 기준의 내용을 구별하는 
것(a distinction between the grounds and the content of the 
criteria of legality)에 의존한다. 법의 기준의 토대는 반드시 사회적 사실
(공무담당자들의 관행)이어야 하지만, 그 기준 자체는 사회적 사실을 진술
할 필요는 없다.22)

  ‘법의 기준의 토대’는 1층위의 ‘법의 기준’을 지칭한다. 그런데 법의 기
준의 내용은 2층위를 지칭할 수도, 3층위를 지칭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즉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하지 않는 법의 현상형태의 물음, 즉 법의 
기준이 어떤 규준들을 법으로 인정하는지를 묻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한 법의 내용의 물음, 즉 법의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
떤 해석들에 효력을 부여할지를 묻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1] 콜먼의 구별

1층위 법의 기준의 물음 법의 기준의 토대 토대
2층위 행위 규준의 물음

법의 기준의 내용
규준

3층위 법의 내용의 물음 적용

  이하에서는 1층위를 ‘토대’의 층위로 2층위를 ‘규준’의 층위로 3층위를 
‘적용’의 층위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콜먼이 실증주의의 핵심을 이룬
다고 말한 사회적 사실테제는, 콜먼의 입장에 따르면 오직 ‘토대’에만 연
관된다.

을 요구한다.(본 논문의 2장 2절 4. 참조) 다만 배제적 법실증주의자들 또한 1층

위에 국한해서보자면 법체계의 기초를 사회적 사실로부터 설명하려 시도하는 것

은 마찬가지다. 비록 하트 식의 모델인 승인율 이론(이하에서 논의할 ‘관행 테제’)

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는 사회적 사실 테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22)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07면.



- 12 -

2. 법의 효력과 법의 근거

  드워킨 또한 법적 논의의 층위를 구별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법을 탐구
하는 데에 있어서 학문적 분업의 전통이 존재한다. ‘법의 근거(the 
grounds of law)’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법철학이다. 반면에, ‘법의 효
력(the force of law)’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철학의 일이며, 법철학
의 일은 아니다.23)

학문적 전통에 따르면 법을 고찰하는 데도 일정한 분업이 있다. 정치철학
자는 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법학자나 법철학자는 법의 근거
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그래서 법철학은 보통은 균형이 없는 법이론이 
된다. 법철학은 주로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이고 법의 효력에 관하여는 거
의 말하지 않는다.24)

  우선 ‘법의 효력’의 문제와 ‘법의 근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
다. ‘법의 효력(the force of law)’은 “법을 시행 또는 준수해야 하는
가”25)의 문제다. 즉 법의 효력의 문제는 사회학적인 차원을 지칭한다. 

정의(正義)에 관하여 상충하는 강력한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
한 상황에서는 법이 정확히 얼마나 효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린
다. … 그러나 정의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고려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23) 복잡성으로 인하여 드워킨은 두 부문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드워킨은 <법의 제국>에서 ‘법의 근거’의 영역을 논의하지 ‘법의 효력’의 영역을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법의 효력의 문제 및 법의 근거의 문제 모두 결국엔 법

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별개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개념논리적

으로 분할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분할은 협업을 목표로 한다. 드워킨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완전한 법정치학의 이론은 적어도 두 개의 주된 부문을 갖게 된다.

그것은 법의 근거…와 법의 효력… 양자에 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부

문은 상호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Ronald Dworkin(장영민 옮김), 『법의 제

국』, 아카넷, 2004, 168면.)

24) Ronald Dworkin,『법의 제국』, 169면.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25) Ronald Dworkin,『법의 제국』,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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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견해를 공유하는 셈이
다. 법의 효력에 관한 우리의 상이한 신념들은 이 경우에는 통일된다. 우리
는 법이 준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
는다면 법을 해석적 개념이라고 보는 이유는 별로 없게 될 것이다.26)

  법의 효력의 문제란, 법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법이 준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법이 준수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법체계는 유효하며 그 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들은 
효력이 있다. 물론 ‘극도로 부정의한 법체계’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법체
계의 유효성에 대한 견해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드
워킨은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
로 사회 내에 법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법이 준수되고 시행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드워킨은 이 경우를 법의 효력에 관하여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고 표현한다. 법의 효력이란 결국 법적 구속력과 다르지 않은 
문제이며, 사회구성원들의 준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다.27) 결국 
실증주의 법이론 문헌에서 등장하는 법적 효력(legal validity)과 거의 동
일한 개념이다.
  학문적 분업의 전통에 따라, 드워킨은 (그가 생각하는 ‘법철학’의 주제
인) 법의 근거의 문제에 집중하려 한다. 법의 효력의 문제가 사회학이 관
심을 갖는 분야라면, 법의 근거의 문제는 법률가 내지 공무담당자 등이 관
심을 갖는 법실무 차원의 문제다. 법이 두 영역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

26) Ronald Dworkin,『법의 제국』, 169면.

27) 일부 텍스트에서 드워킨이 ‘법의 효력’을 “어떤 진인 법명제가 여러 상이한 종류

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강제를 정당화하는 상대적인 힘”(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68면.)라고 정의함으로써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에 관한 드

워킨의 언급에서 보듯이, 법의 효력은 준수의무의 문제이다. “시민불복종의 이론,

더 일반적으로는 시민의 준법의무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이론은 고전적인 법이

론에 대하여 보완적인 지위에 있다.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이론은 주로 법의 효력

에 관한 이론이지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학의 문

제의 보완적 주제를 다룬다 : “우리 모두가 법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 때 - 이것은 그 당시의 모범례이다 - 시민은 그러한 근거에서 법이라

고 여겨지는 것을 어느 경우에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가?””(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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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법은 사회현상으로서의 특성도 갖지만 ‘논증적 특성’도 갖기 
때문이다. 드워킨은 법을 탐구함에 있어서 그 사회현상으로서의 성격보다 
논증적 특성에 주목하려고 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이 특성이 법실무의 핵
심을 이룬다. 

법은 물론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그렇지만 법의 복잡성, 기능, 결과는 모두 
법의 구조가 가진 하나의 특별한 성격에 의존하고 있다. 법적 실천[=법실
무(legal practice)]은 다른 많은 사회현상들과 달리 논증적
(argumentative)이다. 법적 실천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은, 법이 허용
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로지 그 실천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실천 속에서만 의미를 획득하는 일정한 명제의 진리치(진)에 의존한다는 것
을 납득하고 있다 ; 법적 실천은 주로 이러한 명제들을 정립하고 그에 관
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28)

  법실무에 있어서 법적 주장들은 대개 논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법적 
주장들은 법명제의 형식을 갖는다. 드워킨에 따르면, ‘법명제
(propositions of law)’란 “법이 허용 또는 금지하거나 수권(授權)하는 것
에 관하여 규정한 진술과 주장의 총체”29)이다. 법명제가 그 타당성을 인
정받으려면, 그에 동반하여 그 법명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법명제의 타당성은, 그에 대한 논거인 또다른 명제의 타당성에 
의존한다. 이러한 논거를 드워킨은 ‘법의 근거(the grounds of law)’라고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법명제들은 이 법명제가 의거하는 
(비유컨대) 법명제들이 뿌리박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더 잘 알려져 있는 
다른 명제들에 의하여 진위가(또는 진도 위도 아니라는 것이) 가려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 더 잘 알려진 명제는 저자가 말하는 법의 ‘근거(ground)'
를 제공해준다.30)

28)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29-30면.

29)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7면.

30)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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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근거의 문제는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해석 내지 
법적용이라는 실무적 차원, 즉, ‘원리적 차원에 있어서 판사가 무엇을 해
야 하는지’를 다룬다.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들은 판사가 실제의 사안들을 어떻게 재판하여야 하
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점을 지나치
게 과장한 것이다. …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은 판사가 어떤 특정한 사안
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회의적
인 법관념이 아닌 한, 그리고 상황이 방금 언급한 식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은, 원리적으로 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이론을 법의 해석으로, 
우리의 법개념에 대한 해석으로 여길 수 없게 될 것이다.31)

  법적 논증의 국면에 관심을 갖는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이 드워킨이 생
각하는 법철학이다. 드워킨은 법의 효력의 차원은 사상하고 법의 근거의 
차원에 집중하려 한다. 실제로 드워킨은 <법의 제국> 서두에서 법에 관한 
많은 주제들을 다루지 않는다고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다.

물론 법실무에는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포
함되어 있지만, 이 책은 법이론의 연구대상인 많은 주제는 도외시한다. 예
컨대 사실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다. … 또 저자는 재판과정에
서의 실무상의 정치적 타협…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 저자의 계획
은 다른 측면에서도 좁다. 저자의 계획은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하는 형식
을 갖춘 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법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들이 유일
한 배우이거나 가장 중요한 배우는 아니다.32)

  드워킨은 법의 근거의 차원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법에 관한 사회
이론’을 거부한다. 드워킨은 ‘법에 관한 사회이론’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31)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70-171면.

32)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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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증의 내적 성격을 무시하는’ 이론은 법철학적이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법에 관한 사회이론이 필요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법철학
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역사와 사회라는 자칭 더 큰 문제를 다룬다는 구실
로 법적 논증의 구조를 무시하는 이론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론들은 법
적 논증의 내적 성격에 관한 문제들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빈약
하고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쓴 수학사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이 헤겔 풍으로 씌었든 스키너 풍으로 씌었든 마찬가
지이다.33)

  ‘법에 관한 사회이론’은 법철학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왜냐
하면 이들의 논의는 드워킨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법의 특성인 법의 
논증적 특성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법의 역사저
술”과 마찬가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법실무의 핵심을 이루는 법적 논증을 
다루지 않으면서, 대체 무슨 법을 논의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드워킨은 비
판한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규칙의 모델2> 논문에서는 ‘법사학’자의 설
명방식이 법이론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내가 기술한 법이론의 개념은 원칙과 정책이 정착된 규칙을 법사학자가 설
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그런 규칙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동기를 확인
하거나 그것들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압력단체에 주의함으로써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법이론이 사법적 의무에 대한 하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그 이론이 제시하는 원칙들을 그 이론을 갖고 있는 
법률가의 견해 속에서 그 정착된 규칙들을 사실상 지지하는 공동체의 정치
적, 도덕적 관심과 전통을 확인함으로써 그 규칙들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해
야 한다.34)

  법의 효력의 차원과 법의 근거의 차원의 구별에 일치하는 것은 과학과 
해석의 구별이다. 드워킨은 학문적 인식의 이분법을 도입하는데, 바로 과

33)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31면.

34) Ronald Dworkin(염수균 옮김), 『법과 권리』, 한길사, 2010, 163-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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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해석의 이분법이다.35)

  
모든 해석 장르와 유형들은 중요한 특성들을 공유하는데, 이 특성들 덕분
에 해석은, 인식 전체를 양분하는 이분법 속에서(in an embracing 
dualism of understanding) 당당하게 과학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온전한 
파트너의 위상을 갖는, 지적 활동의 거대한 두 영역 가운데 하나로(as one 
of two great domains of intellectual activity) 간주된다.36)

  과학의 영역은 완전히 사실의 차원을 다룬다. 과학은 실제 존재하는 사
물들을 다룬다. 예컨대 물리학의 경우 물리입자들을 탐구할 것이다. 반면
에 해석의 영역에서는 도덕이나 가치의 차원을 포함한다. 가치의 차원에서
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와 연관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도덕
입자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계의 특별한 상태가 당신의 도덕적 판단을 참으로 만든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물리적 입자들이 물리적 판단을 참으로 만드는 것처럼 
도덕 입자들의 구성이 그렇게 한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37)

  ‘도덕 입자’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석은 과학과는 다른 방법론
을 가져야 한다. 해석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참은 오직 도덕적 논변에 의해
서 성취된다고 한다.

실제로 특정한 도덕적 판단이 참이라고 생각할 권리를 성취하는 길은 단 

35) 이 점에서 드워킨의 해석이론은 가다머 이래의 철학적 해석학 논의와는 차이를

보인다. 가다머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연과학/정신과학 식의 이원적 학문체계를

극복하려 시도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서두에서부터 “해

석학의 문제는 그 역사적 기원에서 보면 근대 학문의 방법 개념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넘어선다.”(Hans-Georg Gadamer(이길우·이선관·임호일·한동원 옮김),

『진리와 방법 1 -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문학동네, 2012, 9면.)라면서

“해석학적 현상은 원래 방법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같은 면.)라고 밝힌다.

36) Ronald Dworkin(박경신 옮김), 『정의론』, 민음사, 2015, 206면. 원문은 Ronald

Dworkin, Justice for Hedgehog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123면.
37) Ronald Dworkin, 『정의론』,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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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이다. 그 길은 물리학이나 형이상학이 아니다. 낙태가 항상 잘못이라
는 명제를 ‘참’이라고 부를 권리를 성취하려면, 그런 강력한 견해를 입증할 
도덕적 논변이 필요하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38)

  해석 영역에서의 참은 도덕적 논변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해석 내지 가
치의 영역에 대한 설명에는, ‘법의 논증적 특성’에 대한 설명들이 등장하
고 있다. 드워킨의 이론에서 해석의 영역은 결국 ‘법의 논증적 특성’에 관
한 관념들을 확장시킨 결과물인 셈이다.
  그러므로 과학과 해석의 이분법을 ‘법의 효력’의 차원과 ‘법의 근거’의 
차원과 연결시킬 수 있다. ‘법에 관한 사회이론’은 법의 효력의 차원, 즉 
법체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며, 이 방법론은 과학에 가깝다. 반면에 드워
킨의 법이론이 주목하는 것은 법의 근거의 차원, 즉 법적 논증의 분야이
며, 이 때의 방법론은 해석이다. 정치적 논거와 도덕적 논거를 포함하여 
법적 논증을 구성하는 작업은, 사회적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과는 다
른 성격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드워킨은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도덕이나 가치의 차원을 강조한다. 그렇
지만 그 때문에 단순히 사실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 과학의 영역이고, 가
치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드워킨의 텍스트에서도 나타나듯이, 분명히 법은 법률이라는 사실적 존재
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치만으로, 혹은 가치만을 다루는 도덕철학으로 설
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7장에서 가치에 의거하는 해석론을 설명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이는 거기에
서 고찰한 해석의 대상들(시, 법률, 시대) 그 자체는 가치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
률이 평등의 가치에 이바지한다는 상정에 의거하여 법률을 해석하는 데에는 순환 
논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도덕적 개념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리킨
다.39)

  따라서 ‘법의 근거’의 차원이나 해석의 차원은 사실의 차원을 일부 포함

38) Ronald Dworkin, 『정의론』, 67면.

39) Ronald Dworkin, 『정의론』,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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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치철학적 도덕철학적 논변들이나 가치의 
차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다. 
  ‘법의 근거’의 사실의 차원이라 하면 이는 법이라는 경험적 소여를 말한
다. 즉, 이는 콜먼이 말한 2층위, 즉 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규준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드워킨의 구별1
1층위 토대 법의 효력 과학 사실2층위 규준 2a층위

법의 근거 해석 2b층위
3층위 적용 가치

  총 4개의 층위가 생기게 되는데, 2a층위와 2b층위는 내용적으로는 동일
하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이다. 법의 효력 차원에서의 규준의 
문제는 어떤 규준들이 유효하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물음이다. 반
면에 법의 근거 차원에서의 규준의 문제는 해석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기타 규칙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로 한 물음이 된다. 2a와 2b층위의 차이를 정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드워킨의 다음의 구별을 도입해야 한다.
  
3. 전해석적 단계와 해석적 단계

  사실과 가치의 구별에 정확히 들어맞는 구별은, <법의 제국>에서의 전
해석적 단계(preinterpretive stage)와 해석적 단계(interpretive stage)의 
구별이다.
  먼저 해석적 단계에 대한 드워킨의 설명을 보면, 이는 해석 자료에 대한 
정당화를 추구하는 단계로서, 가치적 차원을 다루는 3층위에 해당한다.

둘째는 해석(解釋)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해석자는 전해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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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인식된 실천의 주된 요소들에 대하여 모종의 일반적 정당화를 해
나간다. 이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 실천이 왜 추구할 만한 가치
가 있는가에 관한 논거로 구성될 것이다. 그 정당화는 현행의 실천의 모든 
양상이나 성질에 부합할 필요는 없지만, 해석자가 새로운 실천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을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는 그 실천에 부합
하여야 한다.40)

  그런데 해석은 해석의 대상을 요한다. 해석적 단계를 구성하는 논변들은 
그 논변들의 토대가 되는 해석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해석의 자료를 구성
하는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이 전해석적 단계이다. 

전해석적(前解釋的)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그 제도의 잠정적
인 내용을 얻기 위하여 취해진 규칙과 기준들이 인식된다. … 저자가 ‘전해
석’이라는 말에 인용부호를 붙이는 이유는, 이 단계에서도 일종의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칙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다.41)

  이는 실질적으로 법의 근거를 구성함에 있어서 적용될 규준들이 어떠한
가를 판별하는 사실적 차원으로서 앞서 언급한 2b의 층위를 포함한다. 다
만 드워킨은 전해석적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드워킨은 이 
층위를 자신의 분석에서 소거하려고 한다.

해석적 태도가 활성화되려면 대단히 큰 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며 - 해석 공
동체는 이 단계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정의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이 단계가 일상의 생각과 논의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다면 이 단계를 우리의 분석에서 소거할 수 있다.42)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는 법의 효력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0)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04면.

41) 같은 면.

42)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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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철학은 주로 법의 근거의 문제를 더 세심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효력
의 문제를 사상(捨象)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효력에 관하여는 충분히 대
체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43)

  드워킨에 따르면, 법의 근거의 차원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해석적 단계
다. 이에 집중하기 위해 드워킨은 전해석적 단계에서 모종의 합의가 주어
져 있다고 전제한다. 또한 드워킨은 법의 근거의 차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는 또한 법의 효력의 차원에 대한 합의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한다. 법의 
효력의 차원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의 근거의 차원도, 해석적 단계도 활
성화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해석적 단계는 비록 드워킨이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1층위와 2a층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드워킨의 구별2
1층위 토대 법의 효력 과학 사실 전해석적 단계2a층위 규준2b층위 법의 근거 해석3층위 적용 가치 해석적 단계

  학문적 분업의 전통에 따르면, 법의 효력의 차원과 법의 근거의 차원은 
양립가능하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전해석적 단계에서의 법의 지칭과 해석
적 단계에서의 법의 지칭은 양립가능하다. 

우리의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석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나치
의 체계가 법의 한 예였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히 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치의 
법은 전혀 법이 아니었다고, 또는 타락한 의미의 법이었다고, 또는 충분히 
법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왜
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법’이라는 말을 다른 차원에서 아용한 것이

43)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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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그러한 종류의 전해석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의 법규와 법절차는 강제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체계가 갖는 중요
한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해석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44)

  이것을 드워킨은 “법언어의 유연성”45)이라 한다. ‘나치의 법은 법이다’
라는 명제와 ‘나치의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양립가능한데, 그 이
유는 전자는 전해석적 단계에서의 담론이고 후자는 해석적 단계에서의 담
론이기 때문이다.
  법체계로 불리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실상의 조건만을 요구하는 전해석
적 단계는, 실증주의 법이론이 위치할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차
이점은 있다. 드워킨의 구별에 따르자면, ‘전해석적 단계’와 ‘해석적 단계’
는 대등하지 않다. 드워킨 자신이 전해석적 단계를 분석에서 소거시킨 것
은 물론이거니와, ‘전해석적 단계의 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보여주는 바는, 
이는 그저 해석적 단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드워킨에 
따르자면 전해석적 단계는 자족적 담론이 아니게 된다. 반면에 실증주의 
법이론은 전해석적 단계의 담론이 자족적 담론임을 주장할 것이다. 법실증
주의자인 콜먼은 드워킨의 구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실증주의자들에게서는, 법의 기준(criteria)을 충족하는 규칙이나 규준
(standard)는 단순히 그 위에서 해석적 이론이 작동되는 기준지점(data 
point)이나 척도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우선, 그 언명(pronouncements)
은, 인간 행위에 대한 지침(guide)이 될 수 있다.46)

  모든 법이 해석적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전
해석적 단계의 담론이 자족적 담론이다. 드워킨이 붙인 ‘전해석적 단계’라
는 명칭은 사법부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법의 존재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워킨의 논의 층위의 구별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
은, 이 지점에서부터 실증주의 법이론과의 대화의 장을 열 수 있기 때문이

44)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59면.

45)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60면.

46)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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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트는 전해석적인 법이라는 드워킨의 표현이 실증주의 법이론의 입장
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법의 개념> 후기에서 주장한 바 있다.

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유연성에 대한 이러한 호소와 해석적인 법과 
선해석적인 법 사이의 이러한 구분을 도입하는 것이 실증주의자의 입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용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기
술적인 법리학에서 법은 도덕성의 준거 없이 확인될 수 있다고 실증주의자
가 주장하는 반면에, 정당화를 위한 해석적 법리학에서는 사태가 달라서, 
법의 확인은 항상 실정법을 가장 잘 정당화시켜 주는 도덕적 판단을 수반
한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는 물론 실
증주의자에게 기술적인 작업을 포기하게 할 이유도 주지 않거니와 또한 그
렇게 의도되는 것도 아니다.47)

  법은 해석적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덕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술되는 것이 평가라 할지라도 기술은 여전히 기술이
다.”48)라는 것이 하트의 입장이다. 반면에 드워킨은 해석적 단계에 집중하
기 위해 전해석적 단계나 법의 효력의 단계를 ‘법철학’의 관심사에서 배제
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드워킨의 논의의 층위의 구별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점은, 드워킨의 
논의 상의 실증주의 법이론의 위치이다. 실증주의 법이론의 논의의 층위는 
법의 효력의 차원 및 전해석적 단계(1층위 및 2층위)에 위치한다.

제2절. 하트/콜먼의 법실증주의 개관

  실증주의자들은 2층위(규준)의 효력문제를 1층위(토대)의 사회적 사실로
서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트/콜먼은 법규칙과 사회적 규칙을 나
누어 승인율 이론을 도입한다(1.). 드워킨의 저작에서 1층위의 사회적 규

47) H.L.A. Hart(오병선 옮김), 『법의 개념』, 아카넷, 2001, 351면.

48) H.L.A. Hart, 『법의 개념』,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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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2.) 및 2층위의 법규칙(3.)은 다소 왜곡된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이 점
을 탐구한 후에 남은 부분은 3층위에 대한 설명이다. 콜먼의 포용적 법실
증주의는 사회적 사실 테제가 3층위(적용)에서도 작동된다고 보지는 않는
다. 콜먼은 법의 내용의 확인에 있어서는 도덕이 기능하는 법체계가 가능
하다고 설명한다(4.).

1. 법규칙과 사회적 규칙

  하트와 콜먼의 법이론은 법철학을 사회학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며, 사회
현상으로서의 법을 기술하는 데에 관심을 쏟는다. 하트는 <법의 개념> 서
문에서부터 “이 책은 분석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기술사회학descriptive 
sociology의 논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49)라고 밝히고 있다.50) 하트는 
자신의 논의가 법철학에 고유한 논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 강제 및 도덕 등 서로 다르면서도 관련이 있는 사회 
현상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책은 주로 법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쓴 것이지만, 법보다도 도덕철학, 정치철학, 또는 사회학에 주된 관
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책이 이용되기를 희망한다.51)

49) H.L.A. Hart, 『법의 개념』, x면.

50) 콜먼의 입장에서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의 구별보다 기술적 법리학과 규범적 법

리학의 구별이 더 적절한 대조이다. “기술적 법리학은 법이 형식적 속성의 관점

에서 완전히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규범적 법리학은 이를 부정한다. 기술적

법리학은 모든 법이론은 반드시 법의 실질적 속성이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

(living under the law)의 실질적 가치에 관하여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Jules L. Coleman, "Beyond Separability Thesis: Moral Semantics and the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598면.) 반면에 반면에 “기술적 법리학은, 적절한

법이론은 법의 실질적 속성(material)이나 법에 의해서 드러난 중요한 가치, 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living under the law)의 바람직한 효과를 반드시 지칭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Jules L. Coleman, "Beyond Separability Thesis: Moral

Semantics and the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599면.) 콜먼은 실증주의자인

라즈를 규범적 법리학자로 분류하는 한편, 하트와 자신을 기술적 법리학자로 분

류한다.

51) H.L.A. Hart, 『법의 개념』, ix면.



- 25 -

  사회적 사실 테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법체계의 토대에 대한 설명
이다. 그런데 법의 기준은 사회마다 다른 형태를 띨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명은 구체적인 법공동체를 탐구해야 도달할 수 있는 사
회학적인 문제다.
  그러나 개념적 분석의 방법론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이는 인식의 기초
적인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콜먼은 “개념적 분석은 탐구를 추동하는 
이론적 관심사와 실천적 관심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
념관(thinnest conception)을 제공한다.”52)라고 말한다.
  물론 사회현상으로서의 법을 기술하는데 관심을 갖는다면, 법에 대한 개
념적 분석은 기술사회학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콜먼은 개념적 분석을 통
해 이론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를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단계의 논의라고 보았다. 콜먼은 “법이론은 궁극적으
로는 기술사회학(descriptive sociology)의 문제이지, 개념적 분석의 문제
가 아니다.”53)라고 말한다. 개념분석은 궁극적으로 사회학적 기술을 목표
로 한다. 법에 대한 해명이 결국엔 사회학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의 
기준의 문제도 결국 경험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을 감안한다면, 개념적 분
석 작업은 말그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기초적인 수준에만 머물러야 
한다. 즉 하트/콜먼이 행하는 법에 관한 개념적 분석은 그저 ‘법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관(a very thin conception of law)’만을 제공할 뿐이다.

적절하게 이해된다면, 나 - 그리고 내가 분류하는 하트가 - 옹호하는 포용
적 법실증주의는 법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관이 - 단지 관행 테제만을 제시
하는 개념관이 - 법적 권위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주장한
다.54)

  사회적 사실 테제를 옹호하는 법실증주의자라면, 법적 권위의 가능성을 
사회적 사실의 차원에서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콜먼의 해법은 오로지 

52)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18면.
53) Jules L. Coleman, "Rules and Social Facts",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14 ,1991, 724면.

54)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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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테제(conventionality thesis)’만을 동원하는 것이다. 법체계의 기초
를 ‘승인율(rule of recognition)’이라는 ‘사회적 규칙(Social rules)’에 의
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관행 테제’다.

현대의 많은 실증주의자들 중 하나인 하트의 견해에 따르면, 법적 권위는 
행위와 태도의 상호의존적인 수렴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 우리가 개인들 
간의 “일치(agreement)"라고 할 만한 것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적-관행
적 규칙(하트는 이를 승인율이라 한다)에 의해 표현된다. 나는 이를 관행 
테제(conventionality thesis)라 부르고자 한다.55)

  사회적 사실 테제에 대한 응답이 승인율이다. 승인율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규칙(legal rules)과 사회적 규칙(social rules)을 구별해
야 한다. 법규칙이란 하트가 말한 일차적 규칙, 이에 대한 드워킨의 간결
한 설명을 빌리자면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
하는 규칙”56)을 말한다. 통상의 법을 구성하는 규칙들은 모두 법규칙이다.
  하트에 따르면, 법규칙이 법적 권위를 갖는 이유, 즉 법규칙이 구속력 
내지 법적 효력을 갖는 이유는, 승인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승인율이 법
규칙에 효력을 부여한다. 즉, 승인율은 법규칙의 효력기준이 된다.

체계 내의 다른 규칙의 효력 여부를 평가해 주는 판단 기준이 되는 승인의 
규칙은 궁극적 규칙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우리가 명백히 해
명해야 할 것이다57)

  승인율이 곧 사회적 규칙인데, “사회적 규칙은 사회적 실천이 수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social rules require convergent social practices)
.”58)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즉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면, 승인율이 존재할 
수 없다. 승인율이라는 사회적 규칙과 법규칙의 층위를, 위에서 했던 논의 

55)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70-71면.
56)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80면.

57) H.L.A. Hart, 『법의 개념』, 138면.

58) Jules L. Coleman, “Rules and Social Facts”, 7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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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 구별과 연결시켜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4] 콜먼의 사회적 규칙과 법규칙
1층위 토대 법의 효력 전해석적 단계

사회적 규칙
2a층위 규준 법규칙
2b층위 법의 근거3층위 적용 해석적 단계

  반면에 법규칙은 사회적 규칙이 아니다. 법규칙은 승인율과 달리 관행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 “법은 그에 관련한 행위의 수렴이 부재하는 경우
에도 권위를 갖는다.”59)왜냐하면 선례 없이 새로 제정되는 법도 있기 때
문이다. 법규칙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사회적 규칙이어야 하
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한 콜먼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정리하자면(in the end) 하트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법규범의 권
위는 궁극적 규칙, 즉 승인율에 대한 관계에 의존한다. 법은 승인율에 의해 
유효(valid)할 경우 권위를 갖는다. 승인율은 법적 효력의 조건을 설정한다. 
각 규범은 승인율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각 규범의 권위는 그 규범 스스로
가 사회적 규칙이라는 점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적 규칙은 수렴되는 사
회적 실천에 의존하는데, 그리고 특정한 법규칙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종류의 사회적 실천은 없다.60)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다음의 것이다. “특정 규범들은 승인율에 의해 
그것들이 유효하다는 조건 하에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승인율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61) 콜먼은 “승인율은, 관련 공무담당자
들(relevant officials)들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서, 그 공무담당자들이 내적 관점(the internal point of view)에서 

59) 같은 면.

60) Jules L. Coleman, “Rules and Social Facts”, 707면.

61)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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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accept)한 사회적 규칙이라는 점”62)에서 그 답을 찾는다. 즉, 승인율
이 구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무담당자들의 사회적 실천의 수렴이라는 
‘관행’이 존재해야 하며, 또한 그 관행이 공무담당자로부터 ‘내적관점에 의
한 수락’을 받아야 한다.
  하트는, 공무담당자들이 승인율을 내적 관점을 취하여 수락한다는 것을 
‘복종’과 다른 의미라고 서술한다. 공무담당자는 사회적 관행에 대해 그 
관행이 지켜져야 한다는 규범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일탈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해야, 그 관행을 내적 관점에서 수락하는 것이 
된다. 이하 인용문에서도 보듯이, 하트는 ‘승인율에 대한’ 내적 관점에서의 
수락을 공무담당자에 한하여 요구한다. 법체계에 관한 최소한의 개념관에 
있어서는, 내적 관점에서의 수락은 일반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입법자가 행하는 것이나 수락된 궁극
적 승인의 규칙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것을 <복종 obedience>이라는 말로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하면, 규칙(또는 명령)에 복종한다는 의
미는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올바
른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복종을 
하는 그의 내적 태도는 사회적 규칙이 수락되고 행위의 유형이 일반적 표
준으로서 취급될 때 언제나 나타나는 비판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다. 
… 그러나 단지 규칙에 대한 이러한 개인적 관심은 모든 보통 시민이 규칙
에 복종할 때에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법원이 법원으로서 규칙을 운용하는 
태도까지도 특징지을 수 없다. … 체계의 개별적 법원은 경우에 따라 규칙
에서 일탈할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일탈이 본질적으로 공통적이거나 
공공의 표준에 대한 위반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법체계의 실효성이나 건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단일의 법체계가 있
다고 말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63)

  사회적 규칙이 성립하려면 관행이 존재해야 하며, 더불어 공무담당자들
이 그 관행적 표준을 내적 관점에서 수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이 충

62) 같은 면.

63) H.L.A. Hart, 『법의 개념』,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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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되었는지는 완전히 사회적 사실의 문제다. 승인율이 구속력을 갖는지(승
인율이 권위를 갖는지)의 문제는 개념적인 문제나 당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사실의 문제가 된다.64)

그 규칙의 권위(승인율의 권위)는 형식적 유효성의 문제도, 실질적 정당화
의 문제(a matter of its substantive defensibility)도 아니다. 승인율의 
권위는 사회적 사실의 문제다.65)

  승인율의 구속력은 사회적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규칙들이 
사회 내에서 법으로서 효력을 부여받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견해차이가 발
생한다면, 그 사회에서는 승인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경우 법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체계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법체계가 작동하려면, 이를 공무담당자들의 사회적 실천들이 수
렴함으로써 관행이 형성되어야 하고, 또한 이를 공무담당자들이 내적 관점
에서 수락해야 한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법내용 전반에 관한 서술이 아니
라는 점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하트가 승인율을 다루는 장의 제목
처럼 ‘법체계의 기초(the foundations of a legal system)’에 관한 설명
일 뿐이다. 하트/콜먼이 승인율 이론으로써 밝히고자 하는 바는 법체계의 
최소한의 존재조건이다. 

2. 드워킨의 사회적 규칙

  드워킨은 하트의 사회적 규칙을 다소 왜곡된 형태로 이해한다. 이러한 
오해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논문은 <규칙의 모델2>이다. 드워킨은 
<규칙의 모델2>에서 사회적 규칙*66)을 규범적 규칙이라는 것에 대조시킨

64) “승인의 규칙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의 문제, 즉 어떤 일정한

법체계에서 효력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이 책을 통하여, 다소 복잡하

기는 하나 사실에 관한 경험적 문제로 간주된다.”(H.L.A. Hart, 『법의 개념』,

380면(미주 6장 1번).)

65) Jules L. Coleman, “Rules and Social Facts”, 708면.

66) 하트가 말한 사회적 규칙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상의 편의를 위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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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규칙*이란,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이고, 규범적 규칙
이란, 도덕적·정치적 가치를 동원한 해석적 관점에서 바라본 법이다.

우리는 규칙의 개념을 사용하는 두 종류의 진술 간의 구별을 인정해야 한
다. 그 사회학자는 사회적 규칙이 있음을 단언(assert)하지만, 교회를 다니
는 사람은 규범적 규칙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소송을 심리하는 법관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 있지 사
회학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67)

  그리고 드워킨은 이 구별과 유사한 구별을 하트가 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그[하트]는 “사회적 규칙”또는 “규범적 규칙”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의 단언 사이에 했던 구별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그가 
논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두 종류의 단언이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규칙을 
단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한다. 그 대신 그는 우리에게 규
칙의 존재와 해당 공동체의 개인들에 의한 그 규칙의 수용을 구별해야 한
다고 말한다. … 그렇다면 사회적 규칙에 대한 진술과 규범적 규칙에 대한 
진술 간의 차이는 각 진술이 단언하는 규칙의 유형상의 차이가 아니라, 그
것이 단언하는 사회적 규칙에 대해서 각각이 보여주는 태도의 차이가 된
다.68)

  만약 드워킨이 말한 사회적 규칙*이 하트의 사회적 규칙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면, 이는 타당한 설명이 아니다. 드워킨은 하트의 사회적 규칙이 마
치 규범적 태도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서술한다. 그러나 하트의 사회적 규
칙은 규범력과 무관하지 않다. 하트는 사회적 규칙으로서의 승인율이 공무
담당자들 간에는 일탈에 대한 비판의 태도를 조성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사회적 규칙은 규범력 있는 규칙이다.69) 

워킨이 말한 사회적 규칙을 사회적 규칙*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67)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135면.

68)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136면.

69) 하트는 <법의 개념> 후기에서 승인율이 규범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드워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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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텍스트 자체에도 나와있듯이, 드워킨은 하트가 자신의 사회적 규
칙*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규칙*은 하트
의 사회적 규칙, 즉 승인율을 지칭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70) 
드워킨의 말처럼 사회적 규칙*이 규범적 규칙과 유형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이 사회적 규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트가 말한 법
규칙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트의 법규칙에 관해서도 이는 타당한 설명이 아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 우선 첫째로 법규칙의 구속력은 승인율이라는 사회적 
규칙에 의존하는 것이지 내적 관점에 의한 수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법규칙의 구속력이 모두 내적 관점에 의한 수락에 의존하는 것은 아
니다. 
  여기에 반문하기를, 법규칙의 구속력은 사회적 규칙에 의존하고 결국 사
회적 규칙이 내적 관점에 의한 수락에 의존한다면, 법규칙의 구속력이 내
적 관점에 의한 수락에 의존한다고 설명한 것은 크게 틀리지 않은 설명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법규칙과 사회적 규칙
은 전혀 구별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승인율을 법체계의 기초로 삼을 필요
도 없게 될 것이다.
  둘째로, 내적 관점에 의한 수락 주체의 범위가 잘못되었다. 법체계의 기

말한 규범적 규칙에 이르는 정도의 수용은 필요하지 않는다고 드워킨을 비판했

다. “사회적 규칙의 존재를 위해서는 참여자가 규칙에 순응하는 좋은 도덕적 근

거가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 사회적 규칙의 존재를 위한 일반적 조건으로는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 물론 관례적 규칙은 도덕적으로 건

전하고 정당화될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례

적 규칙을 자신의 행동의 지침이나 비판의 기준으로 수락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때, 나는 가능한 많은 답변 가운데 규칙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믿음이 유일하게 가능하거나 적절한 답변이라고 선택하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H.L.A. Hart, 『법의 개념』, 334면.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

임.))

70) 드워킨이 의문시하는 것은 승인율의 규범력이 아니라 법규칙의 규범력인 것이

다. 그러므로 승인율 자체의 규범력은 여기서 쟁점이 아니다. 그러므로 콜먼의

‘공유된 협력적 행위’이론은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콜먼은 하트의 승

인율 규범력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하고, 브랫먼(Michael Bratman)의 공유된

협력적 행위(Shared Cooperative Activicity) 이론을 도입하여 사회적 규칙으로서

의 승인율의 규범력을 설명한 바 있다.(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96-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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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사회적 규칙의 수락은 공동체의 개인들에 요구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담당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공무담당자의 내적 
관점에 의한 수락은 법이 가능하기 위한 개념적 전제(conceptual 
requirement)이다; 민중 대다수(the bulk of the populace)의 내적 관점
에 의한 수락은 개념적 전제도, 실효성의 전제(efficacy requirement)도 
아니다.”71) 
  극단적으로 보자면, 법체계의 최소조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를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극단적인 경우에 <이것이 유효한 규칙이다>라고 법적 언어를 특징적으로 
규범적인 사용을 하는 내적 관점은 공무 담당자의 세계에만 한정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이렇게 더 복잡한 체계에서는 오직 공무 담당자만이 체계의 
법적 효력의 판단 기준을 수락하고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
황을 가지게 되는 사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비참한 모습을 
띨지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법체계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72)

  인용문에서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나쁜 법체계에 살고 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들은 공무담당자들의 관행에 의해 구성
된 법을 강요받고 있다. 여기서 하트의 설명은 실제 사회가 그렇다는 설명
도 아니며, 이 법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설명도 아니다. 하트는 그저 이 경
우에도 법체계의 최소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사실이 갖춰져 있음을 설명
한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은 법체계에서 승인율에 대한 수락은 국민 대다수
에게 요청되는 바가 아니다. 법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국민 
대다수에 대해서는 법체계에 대한 준수와 복종이 요구되기는 한다. 그러나 
“통상의 규칙에 대한 준수는, 그에 대한 내적 관점을 취하는 것을 함축하
지 않는다.”73) 
  드워킨의 <법의 제국>에서도 수락의 주체에 대한 오해는 반복되고 있

71)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76면.
72) H.L.A. Hart, 『법의 개념』, 153면.

73)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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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트는 법제정 당국을 명령과 습관적인 복종이라는 적나라한 사실로 환원
한 오스틴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법의 참된 근거는 그 공동체 
전체가 특정인들과 집단들에게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최
고의 규칙[그는 이것을 ‘승인의 규칙(rule of recognition)’이라고 부른다]
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명제들은 습관적인 복종을 확
보한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나 단체들
에게 유효한 법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수권)하는 일단의 규칙을 그 
공동체가 승인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회적 관행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74)

  드워킨은, 하트의 법이론이 마치 내적관점에 의한 수락을 사회 모든 구
성원에게 그리고 모든 법규칙에 대해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된 형태로 묘
사한다. 그러나 드워킨의 생각과 달리, 하트는 오스틴이 말한 복종의 개념
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다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한 최
소한의 특징으로 보기에 적당한 일반적 복종이라는 단순한 관념이 여기의 
공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부적당하다.”75)라고 하며 오스틴의 이론에 수정
을 가했을 뿐이다.
 
3. 드워킨의 규칙과 원리의 구별

  드워킨은 <규칙의 모델1>에서 하트의 이론을 규칙의 모델로 묘사하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드워킨이 말하는 규칙(rule)*76)은 하
트가 말한 규칙(rule)과 의미가 다르다. 
  먼저 드워킨의 규칙*과 원리(principle)의 구별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규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74)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58-59면.

75) H.L.A. Hart, 『법의 개념』, 150면.

76) 하트가 말한 규칙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상의 편의를 위해 드워킨의 용

례에서의 규칙을 규칙*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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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원칙77)과 법적 규칙 사이에는 하나의 논리적 차이가 존재한다. 양자
는 특정한 여건 속에서 법적 의무에 관한 특정한 판결을 지시하지만, 그것
들은 그들이 주는 지시의 성격에서 다르다. 규칙은 전부 아니면 전무
(all-or-nothing)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만일 규칙이 명기하는 사실
이 발생했다면, 규칙은 타당하거나(이런 사례에서는 규칙이 제공하는 대답
은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타당하지 않다(이런 사례에서는 규칙은 판결에 어
떤 기여도 하지 못한다).78)

  규칙*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라는 극단적인 이항적 논리
로 작동한다. 반면에 드워킨이 말하는 원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원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방식으로 사태를 규율하지 않는다. 원리는 중요성의 
비중을 형량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와 같은 원칙은 
그 원칙의 적용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쪽 방향을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를 말해주기는 하지만 특정한 결정을 필연적인 것으
로 만들지 않는다. … 우리가 하나의 특정한 원칙이 우리의 법의 원칙이라
고 말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그 원칙이 관련되어 있다면 관리
가 그 원칙을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간주해야 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79)

  이러한 구별 자체는 물론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가능한 구별이다. 하지
만 드워킨이 하트의 법이론을 규칙*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모델(‘규칙의 모
델’)이라고 묘사했을 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드워킨의 묘사에 따르면, 규칙*이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규칙*의 모델은 법관의 재량(discretion)행사를 통해 법체계

77) <법과 권리> 번역본에서는 꾸준히 principle을 ‘원칙’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본

문에서는 principle을 ‘원리’라고 번역했으나, 인용문에서는 원자의 번역어 선택을

존중하여 굳이 ‘원칙’이라는 표기를 ‘원리’라고 바꾸지 않았다.

78)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89면.

79)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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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흠결을 보충한다. 드워킨의 실증주의 법이론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
이, ‘규칙* 아니면 재량’의 구조를 갖는다.

이 타당한 법적 규칙의 집합이 “법”(the law) 전체이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의 사안이 명확하게 그런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왜냐하면 적절
한 것처럼 보이는 규칙이 없거나 적절한 것처럼 보이는 규칙들이 모호하거
나 또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사안은 “법을 적용함”에 의해
서는 결정될 수 없다. 그것은 법관같이 “자신의 재량을 행사하는” 어떤 관
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그가 재량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가 새로
운 법적 규칙을 만들거나 낡은 규칙을 보완할 때 법을 넘어서 그를 인도할 
다른 어떤 종류의 규준에 의뢰한다(reach for)는 것을 의미한다.80)

  드워킨은, 규칙*의 모델이 규칙* 이외의 다른 규준들의 존재(원리 등)를 
무시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증주의 법이론은 규칙*과는 다
른 규준 중 하나인 원리(principle)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나는 실증주의를 전체적으로 다루기 원하며, 특별한 대상이 필요할 때 그 
대상으로 하트의 버전을 사용할 것이다. 나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될 것이다. 즉, 법률가들이 법적 권리나 법적 의무에 관
해서 추론하고 토론할 때, 특히 그런 개념에 대한 우리의 문제들을 첨예하
게 드러내주는 난해한 사안에서 그들이 추론하고 토론할 때, 법률가들은 
규칙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르게 원칙(principle), 정책
(policy), 그리고 다른 종류의 규준으로 작용하는 규준을 사용한다는 사실
이다. 나는 실증주의가 규칙체계의 하나의 모델이자 그런 체계를 위한 모
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법의 하나의 근본적 기준에 관한 실증주
의의 중심견해는 규칙과는 다른 규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
주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다.81)

  그러나 드워킨이 하트의 법이론에서는 규칙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이

80)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77면.

81)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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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적 논리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을 때, 하트가 실제로 이와 같이 설명한다
고 뒷받침할 전거가 전혀 없다. 하트는 그 어디서도 규칙을 그와 같은 식
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드워킨 자신도 <규칙의 모델2> 논문에서 
<규칙의 모델1>에서의 묘사는 오류였음을 시인했다.

아마도 나는 법에 관한 유의미한 설명은 규칙뿐만 아니라 원칙을 포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트의 이론에서 어떤 부분도 
이 점을 부인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하트가 규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규칙”을 내가 두 번째 장82)에서 그 용
어를 정의한 제한된 방식으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하트가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좁은 의미에서의 규칙뿐만 아니라 원칙까지도 포
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83)

  이 논쟁의 결론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내려져 있는 셈이다. 하트가 말한 
규칙과 드워킨이 말한 규칙*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진정한 핵심은, 드워킨이 왜 이러한 오해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열쇠는 '규준(standard)'이
라는 단어다.
  하트의 규칙에 기능적으로 해당하는 낱말은, 드워킨의 용어에 있어서는 
규칙*이 아니라 규준이다. 표로써 먼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5] 하트의 규칙, 드워킨의 규준 및 규칙과 원리
1층위 토대 법의 효력 전해석적 단계2a층위 규준 (하트의) 규칙
2b층위 법의 근거 (드워킨의) 규준
3층위 적용 해석적 단계 (드워킨의) 규칙*과 원리

  드워킨에게 있어서 규준과 규칙*의 차이는 전해석적 단계와 해석적 단

82) 이 단행본에 실린, <규칙의 모델1>을 말한다.

83)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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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차이와 같다. 규칙*은 이미 법해석 내지 법적 논증의 국면을 거친 
뒤에 획득되는 개념들이지만, ‘규준’은 그러한 해석을 거치기 이전의 개념
이다. 다음의 텍스트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어떤 규준의 형식으로부터 그 규준이 규칙인지 또는 원칙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It is not always clear from the form of a 
standard whether it is a rule or a principle). “만일 세 명의 증인에 
의해 서명되지 않았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자
신의 잘못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과 형식상 다른 것은 아니
지만, 미국법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전자를 규칙을 진술하는 
것으로 후자는 원칙을 진술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많은 
경우에 그 구별을 하기는 어렵다. 그 규준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가 결
정되지 않았을 수 있고, 그 문제 자체가 논쟁의 초점일 수도 있다.84)

  드워킨에 따르면, 전해석적 단계에서의 실정법 법규는 규준(standard)
이다. 이를 해석적 단계에서 규칙*으로 보아야할지, 원리(principle)로 보
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85) 그런데 승인율은 규칙*의 출발점이 되는 
규준뿐만 아니라, 원리의 기초를 이루는 규준에도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드워킨의 주장과 달리, 하트의 법이론은 원리가 존재할 가능성 자
체를 배격하지 않는다.86)

84)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94면. 원문은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27면.

85) 드워킨은 현실에 존재하는 법규칙과 사법실무로부터 원리의 존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연법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콜먼은 드워킨의 법이

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드워킨이 말하는 어떠한 것도 인간 본성에 대

한 단단한(robust) 형이상학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그의 논변도 조금도 신학적

이지 않다. 참으로 중요한 의미에서 그의 입장은, 실무중심적이다

(practice-centered). 비록 드워킨이, 공동체의 법의 기준은 관련 공무담당자들에

의해 실행되는 그 기준이라는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기는 하지만, 드워킨

은 예컨대 법의 기준은 도덕적으로 최선, 혹은 가장 정당한, 혹은 가장 인간 번영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공동체의 법

의 기준은 공동체의 법적 실무에 대한 최선의 해석(the best interpretation of

that community's legal practice)으로부터 도출된다”(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58-159면.)

86) 드워킨이 이 비판이 목표하려 했던 바를 선해할 여지는 있다. 드워킨의 비판은



- 38 -

  물론 그 규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다음은 별개의 문제다. 즉 
규준을 공무담당자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규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
인지를 밝히기 위해, 그 규준을 드워킨이 말한 원리의 작동방식처럼 도덕
적인 판단을 가미하여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은 이와 별개다. 이는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논점이다. 하트/콜먼은 포용적 법실증주의(내지 ‘연
성실증주의’)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하
에서 살피고자 한다.
  
4. 포용적 법실증주의

  하트/콜먼의 실증주의는 원리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 규준이 원리의 형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배격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콜
먼의 세 개의 층위가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2층위인 규준의 층위를 구성하는 법규칙 자체는 경험적 소여이기 때문
에 별다른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 법규칙이 어떻게 해서 구속력
을 갖는지에 대한 1층위인 토대의 층위인데, 모든 실증주의자는 이 토대
의 층위를 사회적 사실로 해명한다.
  3층위인 적용의 층위에 이르면 법실증주의 내부에 분화가 생긴다. 이 
지점에서 법실증주의 내부에서 라즈(Joseph Raz)를 대표로 하는 배제적 
법실증주의(exclusive legal positivism)와 콜먼을 대표로 하는 포용적 법
실증주의(inclusive legal positivism)가 대립한다. 콜먼은 라즈와 자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배제적 실증주의자들은 사회적 사실 테제를 법의 기준(the criteria of 
legality)에 관하여 별개지만 연관되어있는 두 가지의 관념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해석한다. 첫째는 법의 기준이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어떤 것

아마도, 하트를 비롯한 실증주의자들이 법의 내용의 층위를 구성하는 사법부의

법의 해석 및 법의 개선의 문제에 대해 ‘재량행사’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

았다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콜먼도 그 문제점을 인정한다. "문제는 실증

주의자들이 (법의) 수정(revision)에 관한 이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하트

는 확실히 갖지 않았다."(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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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으로 혹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지는 사회적 원천(social 
source)에 의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법적 효력의 조건을 설정하
는 규칙, 즉 승인율 자체가 사회적 규칙이라는 주장이다. / 포용적 실증주
의자들은 사회적 사실테제가 위 주장들 중 두 번째 것만을 요구하는 것으
로 해석한다.87)

  두 진영 간의 대립은 3층위인 법의 내용의 차원마저도 사회적 사실로 
구성된다고 볼지 여부를 둘러싼 차이다. 배제적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따르
게 되면, 법의 내용의 확인은 사회적 사실만을 확인함으로써 종료된다. 반
면에 콜먼의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사회적 사실테제에 선을 긋고, 이를 1
층위의 논의로 국한시킨다.
  콜먼은 사회적 사실 테제와 연결시켜서, 배제적 법실증주의, 드워킨의 
입장, 그리고 포용적 법실증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기도 한다.

1) [배제적 법실증주의] “필연적으로, 법의 내용의 결정요소는 사회적 사실
이다.(Necessarily social facts are determinants of legal content.)”
2) [드워킨] “필연적으로, 법의 내용의 결정요소는 사회적 사실과 도덕적 
사실이다.(Necassarily social facts and moral facts determinants of 
legal content)”
3) [포용적 법실증주의] “필연적으로, 사회적 사실이 법의 내용의 결정요소
를 결정한다.(Necessarily social facts determine the determinants of 
legal content)”88)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두 입장과 달리, ‘결정요소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두 번의 결정이 이뤄지는 까닭은, 토대의 층위와 적용의 층위가 구별되는 
까닭이다.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법의 내용의 확인이 사회적 
사실의 확인에 의해서 행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

87) Jules L. Coleman, “Second Thoughts and Other First Impressions”, 263면.

88) Jules L. Coleman, “Beyond Inclusive Legal Positivism”, 384면. (괄호 ‘[ ]’는 필

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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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법의 내용은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해서 확인될 경우가 있다. 
콜먼의 포용적 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의 가능한 원천들에 관한 이론이다(a theory of 
possible sources of legality). 이에 따르면, 주어진 공동체의 승인율이 
그러한 조항들을 가진다는 조건 아래에서는(provided that the rule of 
recognition in that community has such provisions), 도덕 원리들이 
법적 논변에서 때때로 등장한다는 점, 도덕 원리들이 공무담당자들에게 구
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 뿐만 아니라, 때때로 도덕 원리들이 법적으
로 유효하거나 공동체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다는 점, 더 중요
하게는, 때때로 도덕원리들이 가치에 의거하여(in virtue of merits) 공동
체의 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주의자가 수용할 수 있다.89)

  그런데 콜먼이 포용적 법실증주의를 발명해낸 것은 아니며, 이는 본래 
하트의 입장이었다. 콜먼의 논의 이전에, 하트는 본래 법체계가 도덕의 기
능을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90) 하트는 <법의 개념> 후
기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연성실증주의(Soft Positivism)”
이라 표현했다.91) 하트는 “법의 확인이 도덕이나 그 밖의 가치 판단에 적

89)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09면.
90) “법과 도덕의 개념적 분리의 경우에, 이 분리는 법의 요청과 도덕의 요청의 사

실상의 중첩(coincidence) - 그 중첩은 도덕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

하고 도덕적으로 의무적인 것을 법적으로 의무적이게 만드는 식으로 대체로는

의식적인 입법적 기관의 행위의 여하에 달린 것이다 - 과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체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적 도덕적

지침(guidelines)과 구체적 도덕적 지침 모두를 포용하고, 이에 법적 지위를 부여

한다는 것과 실증주의자의 테제가 양립하다는 점이 동등하게 중요하다.”(H.L.A.

Hart, "The New Challenge to Legal Positivism (197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6 no. 3, 2016, 463면.) 승인율이 도덕을 포용한 법체계에 대

해 하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덕적 원리를 포용(incorporating moral

principles)한 결과, 대개 법원은 당사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

하여, 도덕적 논변을 고려해야만 하고 도덕적 평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경우에서도 도덕적 원리의 법과의 관련은, 특정 법체계에서 앞서 언급한 방식대

로 도덕적 원리가 실제로 포용되었는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우연적인 것이

다.”(H.L.A. Hart, "The New Challenge to Legal Positivism (1979)", 464면.)

91) 콜먼은 <법의 후기>에서의 언급이 포용적 법실증주의를 인준한 것이라고 평가

한다. “드워킨에 대응하면서, 두 가지 상이하고 양립불가능한 대응방식이 표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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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야 한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92)한다. 
연성실증주의에 따르면, 단순히 사회적 원천인 “계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해서 원리들을 확인하는”93) 것이 가능해진다.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에서 도덕의 기능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는 3층위의 문제다. 왜냐하면 2층위는 1층위에 의해서, 그리고 1층위는 
사회적 사실에 의해 해명되기 때문이다. 드워킨의 이론에서도 1층위와 2
층위는 전해석적 단계의 차원이자 사실의 차원에 해당한다. 승인율은 그저 
원리들을 기술한 추상적 형태의 규준의 효력만을 인정할 뿐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고, 하트/콜먼의 실증주의는 
이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도덕이 법의 내용 확인에 있어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성과의 연관을 필연적인 것이라 보지 않는
다.

법이 존재한다면 항상 승인율은 도덕성(morality)을 법이 될 조건(a 
condition of legality)으로 설정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이 포용적 법실증
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이 될지 여부를 
실질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증주의(the claim 
that positivism allows or permits substantive or moral tests of 
legality)이며, 그러한 테스트를 요청하는(requires) 실증주의가 아니다.94) 

  법에서 도덕이 기능할 곳을 찾자면 3층위인 적용의 층위뿐이다. 마찬가
지로 드워킨의 이론에서도 이 층위는 해석적 단계이자 가치의 차원을 이
루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게다가 상당수의 법체계는 헌법의 규

었다.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그 하나에 해당하는데, 이는 하트 자신이 궁극적으로

인준하게 된 것이다.”(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67면.)
92) H.L.A. Hart, 『법의 개념』, 326면.

93) H.L.A. Hart, 『법의 개념』, 344면.

94)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08면. (이탤릭 강조는 원문에 따

른 것임.)



- 42 -

범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정법에 도덕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
적 조건 하에서는, 승인율이 도덕의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과 도덕의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한 전제조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하트가 법과 도
덕을 분리했던 것은, 법과 도덕의 범위적 중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다
만 그 중첩으로써 어떤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의 발전이 모든 시대와 장소를 통하여 특정한 사회 집단의 관례적 도덕
과 이상으로부터, 그리고 현재 수락되고 있는 도덕의 지평선을 뛰어넘는 
개인의 도덕성에서 제기되는 계몽적인 도덕 비판의 형식에서 사실상 심대
한 영향을 받고 있음은 크게 다투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다른 명제의 근거로 잘못 인식하는 수가 있다. 즉, 법체계는 도덕성이
나 정의와 어떤 세부적인 일치를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거나 또는 법체
계는 법에 복종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널리 보급된 신념에 반드시 
의거해야 한다는 명제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명제는 어떤 의미에서 진실일
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명제로부터 어떤 법체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별 법의 법적 효력의 판단 기준이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묵시적으로나
마 도덕성이나 정의에 대한 준거를 포함해야만 한다는 것이 도출되지는 않
는다.95)

  법과 도덕의 분리는 법체계의 토대에 관한 설명에서 이뤄질 뿐이다. 사
회적 사실 테제에 따라서, 법체계의 토대인 1층위는 사회적 사실에 의해
서 설명되어야지 도덕이나 정의에 의해서 해명될 수는 없다. 1층위의 논
의를 기화로 하여 드워킨은 마치 실증주의 법이론이 법과 도덕의 완전한 
분리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설명한다.96) 
  그러나 하트의 실증주의가 법과 도덕의 범위적 중첩을 거부한 것은 아

95) H.L.A. Hart, 『법의 개념』, 241-242면.

96) 드워킨은 자신의 법이론(해석주의)와 실증주의 법이론의 차이를 요약할 때, 실증

주의 법이론이 법과 도덕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다고 소개한다. “실증주의는 법

과 도덕의 두 체계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다. 무엇이 법인가는 오로지 역사적

사실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것은 당해 공동체가 관습과 실행의 문제로서

결국 무엇을 법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한편, 해석주의는 법

과 도덕이 전적으로 상호 독립된 체계라고 보지 않는다.”(Ronald Dworkin, 『정

의론』, 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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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위 토대 법의 효력 전해석적 단계
사회적 사실 테제

2a층위 규준 법규칙2b층위 법의 근거3층위 적용 해석적 단계 포용적 법실증주의

니다.97) 콜먼의 포용적 법실증주의도 마찬가지로 “법과 도덕 사이의 필연
적인 연관이 없다”98)고 보는 분리가능성 테제(separability thesis)를 긍정
할 뿐이고, 경험적이고 우연적인 중첩은 긍정한다. 법과 도덕 사이의 연관
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는 경험적 요소이므로 이는 우연적인 사실이다.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적용의 담론에 대해 어떤 실제적 내용이 있는 
답을 제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표시에 불과하다. 콜먼
의 개념적 분석은 기술사회학에 우선하지 않으며, 그 결과 항상 기초적이
고 최소한의 개념관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포용적 법실
증주의에서 ‘포용’이란 법체계의 가능한 모든 형태들을 포용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2장의 논의는 다음의 표로 정리될 수 있다. 법의 효력과 법의 근거의 
구별은 과학과 해석의 구별과 범위적으로 중첩된다. 전해석적 단계와 해석
적 단계의 구별은 사실과 가치의 구별과 범위적으로 중첩된다. 

[표 6] 콜먼의 법실증주의

  실증주의 법이론이 배제적 법실증주의와 포용적 법실증주의로 분화되는 
것은 3층위에서의 일이다. 반면에 포용적 법실증주의와 드워킨이 실질적으
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1층위에서의 일이다. 드워킨은 1층위를 법철학

97) “나를 포함한 어떤 실증주의자들도, 법적 권리·의무가 도덕적 권리·의무의 일종

(species)이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또한 도덕적으로 건전한(morally sound)

법원리로부터 발생한 법적 권리·의무가 최소한 행위와 집행(action and

enforcement)에 대한 일응의 도덕적 이유(prima-facie moral reasons)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려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H.L.A. Hart, "Comment" in

Issues in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 The Influence of H .L.A. Hart,
Ruth Gavison 편, Clarendon Press, 1987, 42면.)

98)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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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에서 소거시키려고 하지만, 콜먼의 경우 1층위에서 작동하는 사회
적 사실테제를 법실증주의 핵심테제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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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미론적 법이론

  3장에서는 드워킨의 의미론적 법이론 비판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자 한다. 1절에서는 의미론적 법이론이 승인율 이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검토한다. 2절에서는 실증주의 법이론이 이론적 견해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드워킨의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1절. 승인율 이론과의 비교

1. 효력기준과 적용기준

  승인율 이론은 법적 효력에 관한 판별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법해석의 
문제를 예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인율의 존재는 법의 내용에 대한 해석
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견해차이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승인
율이 제시하는 기준은 법의 효력에 관한 기준(criteria of validity)이지 법
의 적용에 관한 기준(criteria of application)이 아니기 때문이다.99)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7] 승인율의 두 가지 의미
(괄호는 승인율이 어느 차원의 담론인지를 표기한다.)
1층위 토대 법의 효력 전해석적 단계

승인율
2a층위 규준 (효력기준)
2b층위 법의 근거3층위 적용 해석적 단계 (적용기준)

99) 효력기준과 적용기준이라는 용어는 콜먼의 입장을 해설한 힘마의 용어다.

Kenneth Einar Himma, "Ambiguously Stung: Dworkin's Semantic Sting

Reconfigured", Legal Theory, vol.8, 2002,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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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효력기준은, 사회 내에서 어떤 규범들이 구속력을 갖는지를 밝히
는 기준을 말한다. 적용기준은, 법적 논증 내지 구체적 법적용의 국면에서 
법적 결정 내지 법적 주장의 근거를 이루는 법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기
준을 말한다.
  콜먼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는, 승인율이 제공하는 것은 효력기준이
지 적용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콜먼은 <Negative and Positive 
Positivism(1982)>에서부터 승인율이 법의 효력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법해석 내지 법적용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
다. 콜먼의 1982년의 논문에서는 효력기준은 승인율의 ‘의미론적 뜻
(semantic sense)’으로, 적용기준은 ‘인식론적 뜻(epistemic sense)’으로 
등장한다.100) 1991년 논문에서 효력기준은 승인율의 존재론적 또는 의미
론적 기능(ontological or semantic function)으로, 적용기준은 인식론적 
기능(epistemic function)으로 나타난다.101) 1996년 브라이언 라이터와 
함께 쓴 논문에서는 효력기준은 승인율의 효력부여기능(validation 
function)으로, 적용기준은 승인율의 식별기능(identification function)으
로 제시된다.102) 표현형식은 바뀌지만, 표현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용어들이 하는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효력기준과 적용기준의 구별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2001년 단행본에도 콜먼은 이 구별을 일관하고 있
으며, 승인율의 핵심은 효력기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법의 기준(the criteria of legality)은 식별의 방식으로(as modes of 
identification) 사용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이지는 않다. / 이 점이 핵심포
인트이며, 내가 오랫동안 식별(identification), 효력(validation), 그리고 존
재(existence)의 조건들을 구별하면서 강조해왔던 바이다. 승인율은 효력조

100) Jules L. Coleman, “Negative and Positive Positivism”, Journal of Legal
Studies, vol.11, 1982, 141면.

101) Jules L. Coleman, “Rules and Social Facts”, 709면.

102) Jules L. Coleman·Brian Leiter, “Legal Positivism” in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ory, Dennis Patterson 편, Oxford : Black
Well, 1996,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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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나 자격조건(validity or membership conditions)을 설정한다. 인식
론적 역할(epistemic role)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필수적이지는 않다 ; 승
인율은 각자가 법과 그 내용을 식별하는 수단(vehicle)을 제공할 수는 있지
만, 필수적이지는 않다.103)

  그러나 만약 “승인율이 어쨌든 ‘인식하는’ 규칙이라는 점(the rule of 
recognition is, after all, a rule of recognition)”104)을 통해 승인율의 
인식론적 기능을 강조하여, 승인율을 적용기준으로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승인율을 무엇이 법인가(법의 내용)를 확정하기 위한 안정적인 잣대로 이
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승인율에 따라 법적용에 있어서 법실무에 관련된 
사람들은 견해차이를 갖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법실무에 있어서 견해차이
는 실제로 발생하고, 이는 실증주의에 큰 난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다.105)

만약 승인율을 인식론적으로 이해하여, 법적 진술이 참일 조건(truth 
condition)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확인하는 안정적 잣대(reliable 
test for identifying law)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바라본다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법이라는 식의 승인율은 일련의 논쟁(controversy)들을 촉발할 
것이며, 이는 난점이 될 것이다(would be problematic). 왜냐하면 제시된 
승인율은 법규범을 확인함에 있어서 안정된 잣대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106)

  하지만 승인율을 효력기준으로 파악한다면, 법의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
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무런 난점이 되지 않는다. “판사들이 공동체에 법에 
관련하여 상이한 결론들에 도달한다는 사실이, 그들이 상이한 법의 규준

103)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28면.
104) Jules L. Coleman·Brian Leiter, “Legal Positivism”, 238면. (이탤릭 강조는 원

문에 따른 것임.)

105) 따라서 rule of recognition을 ‘인식의 규칙’ 내지 ‘인식규칙’으로 번역하는 것은

좋은 번역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승인율의 인식론적 기능 혹은 적용기준

으로서의 기능은 승인율이 구성됨에 있어서 핵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106) Jules L. Coleman, “Negative and Positive Positivism”, 157면.



- 48 -

(different standards of legality)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107) 법실무에 있어서 논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들이 효력기준을 공유
한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법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는 효력기준에 관한 불일치를 함축하지 않는다. 
물론 권한 있는 법관들 사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견해차이
를 갖게 된다면, 효력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에 효력을 부여할지에 
대해서 견해차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점은 효력기준 자체가 무엇인지
에 대한 불일치는 아니다.

승인율이 그 구체화(instantiation)에 있어서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판사들이 승인율이 무엇인지(what the rule is)에 대해서 불일치한다는 것
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 경우, 판사들이 불일치하는 것은 효력기준이 무엇
인지(what the validation standard is)가 아니라, 단지 효력기준이 효력
을 무엇에다 부여하는지(what it validates)다.108)

  3층위에 관한 견해차이는 승인율과 완전히 양립가능한 셈이다. 법적용
에 대해서 견해차이를 보이더라도 효력기준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나타난
다면, 승인율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기준에 있어서의 수렴(convergence on the criteria)은, 그 기준에 부합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불일치(widespread divergence on 
what falls under it)와 완벽하게 양립가능하다 ; 승인율의 관행성에 있어
서 요구되는 부분은 전자(기준에 있어서의 수렴)이지, 후자(적용에 있어서
의 수렴)이 아니다.109)

  “승인율은 법적 효력의 조건(conditions of legal validity), 즉 어떤 규
범이 공동체의 법의 일부로 간주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할 기준(criteria)을 
설정한다.”110) 그리고 승인율은 단지 ‘법적 효력과 관련된’ 관행의 형성 

107) Jules L. Coleman, “Negative and Positive Positivism”, 156면.

108) Jules L. Coleman·Brian Leiter, “Legal Positivism”, 238면.

109) Jules L. Coleman. “Beyond Inclusive Legal Positivism”,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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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관행의 수락을 요청할 뿐이다. 물론 법의 적용에 관한 관행도 형성
될 수 있으나, 이는 승인율이 구성되기 위한 필수적 구성부분은 아니다. 
그러므로 승인율은 그 구체화에 있어서의 논쟁, 3층위에 있어서의 논쟁을 
배제하지 않는다. 

2. 논의의 층위 구별

  드워킨은, 승인율 이론을 겨냥하여 이를 의미론적 법이론(semantic 
theories of law)으로 설명한다. 이 이론은 법명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언어적 기준의 존재를 주장한다.

법률가들은 모두 법명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한 모종의 언어적 기준
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의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기준을 식별하는 이론도 만들어 냈다. 저자는 이 이론들을 한데 묶어 
법에 관한 ‘의미론적’ 이론이라고 부르려고 한다.111)

  드워킨은 의미론적 법이론의 묘사가 하트의 입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밝
힌다. 하트는 승인율(rule of recognition)이라는 사회적 관행을 구성요소
로 하는 규칙에 의해서 법명제의 판별기준이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이 견
해를 모델로 ‘의미론적 법이론’을 만든 것임을 명시한다.112) 

이 견해를 재검토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저작은 1961년에 초판이 간
행된 하트(H.L.A. Hart)의 저서인 『법의 개념』이다. … 그는 법의 참된 근
거는 그 공동체 전체가 특정인들과 집단들에게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

110) Jules L. Coleman, “Second Thoughts and Other First Impressions”, 259면.

111)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56면.

112) 하트는 <법의 개념> 후기에서 의미론적 법이론이라고 소개되는 이론과 자신의

이론은 무관하다고 평가한다. “비록 『법의 제국』제1장에서 내가 오스틴과 같이

어의론적(semantic) 이론가로서 분류되고, <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로부터 법의

명백한 사실 실증주의 이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어의론적 반론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나의 책이나 그 밖에 내가 쓴 어떤 것에도 내 이론을 그렇게 설명

하도록 지지해 주는 것은 없다.”(H.L.A. Hart, 『법의 개념』, 319-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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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본적인 최고의 규칙[그는 이것을 ‘승인의 규칙(rule of recognition)'
이라고 부른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하였다.113)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114). 승인율은 법에 관한 모종의 기준의 존재
를 주장하는 이론인 것은 맞다. 그러나 드워킨은 의미론적 법이론을 법의 
효력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으로 묘사한다.

의미론적 이론들은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법명제의 진위를 판단할 때 대체
로 동일한 기준들(은폐되어 있고 인식되지 않고 있더라도)을 사용한다고 생
각한다; 즉 법률가들은 실제로 법의 근거들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의미론적 이론들은 법률가들이 어떤 기준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들이 어떤 근거를 설정해 놓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차이를 보인다.115)

  드워킨은 승인율 논의의 층위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인율은 
법의 효력에 관한 수렴을 요청할 뿐이다. 그런데 드워킨이 말하는 ‘의미론
적 법이론’에 따르면,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법의 근거’에 관하여 대개 동
의하는 기준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가들은 법해석에 있어서까
지도 거의 유사한 견해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드워킨은 승인율의 담론이 
법의 해석까지 기준적으로 재단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두 법률가가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법명제가 어느 경우에 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적인 기준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서로 다른 
규칙들을 사용한다면, 각 법률가는 현행법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다른 법
률가와는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116)

113)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58-59면.

114) 이하에서는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서 살폈던 내적 관점에 의한 수락

주체 범위의 문제(2장 2절 2.)를 제외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115)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57면.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116)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71면. 이 문장에 대해, 하트는 ‘법’과 ‘법명제’

를 혼동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드워킨]의 주장은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법의 독

특한 특성 중의 하나는 법률가가 법의 명제의 진상에 관하여 토론하고 또 그것을

법의 명제의 의미에 준거하여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법이

론은 결국 어의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나에게는 <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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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승인율이 효력기준이지, 적용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들은 
법의 효력기준을 공유하더라도, 현행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의
미할 수 있다. 하트의 법이론은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은 기이한 상황을 만
들어내지 않는다. 하트는 <법의 개념> 후기에서 승인율은 그저 법체계의 
효력기준을 제공할 뿐이며, 법의 내용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고 명시
한 바 있다.

규칙[승인율]의 기능은 현대 법체계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이 충족해야 할 
일반적 조건만 결정하는 것이다. 규칙[승인율]은 드워킨이 계보의 문제라고 
부르는 효력의 판단 기준을 또한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이 창설되거나 채
택되는 방법과 형태를 지시하는 효력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자주 이것을 수행한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계보의 문
제에 부가하여 승인의 규칙은 법의 사실적 내용이 아니라 법이 가지는 실
질적 도덕적 가치나 원리에 대한 적합성과 관련된 검사를 제공한다.117)

  효력기준으로서의 승인율의 존재는 법적용 내지 법해석 국면에서 도덕
이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따라서 논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승인율 이론은 3층위에 대한 예단을 하지 

와 법의 명제의 의미를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드워킨은 어의론적 법이론에 대

하여 이는 <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법을 어떤 구체적 판단 기준에 의존하게

하는 이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의 명제는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무엇이 <특정 법>인가, 즉 어떤 체계의 법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지를 특징적으로 진술

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한 법의 명제의 의미가 정의나 그 진실 조건에 의하여 결

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법을 어떤 구체적 판단 기준

에 의존하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H.L.A. Hart, 『법의 개념』,

321면.) 그러나 힘마는 하트가 문제의 본질에 가까이 왔으나, “드워킨이 법명제와

‘법’의 의미를 혼동한 것은 아니다”(Kenneth Einar Himma, 'Ambiguously Stung

: Dworkin's Semantic Sting Reconfigured', Legal Theory, vol.8, 2002, p.163.)라
고 지적한다. 힘마는 하트가 의미한 바를, “실증주의는 법적 효력을 기준적으로

설명하지, 법의 개념을 기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Positivism explains legal

validity, and not the concept of law in terms of shared criteria.)”는 것으로 추

정한다.

117) H.L.A. Hart, 『법의 개념』, 335-336면. (괄호 ‘[ ]’는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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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승인율은 그저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드워킨이 
생각하는 의미론적 법이론과 승인율 이론은 애초에 논의의 층위가 다르다.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8] 승인율 이론과 의미론적 법이론의 차이
1층위 토대 법의 효력 전해석적 단계

효력기준(승인율)
2a층위 규준2b층위 법의 근거3층위 적용 해석적 단계 의미론적 법이론의 기준

  승인율(사회적 규칙)은 1층위에, 법규칙은 2a층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하트의 승인율 이론은 1층위와 2a층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규칙의 모델
1>에서의 규칙*의 모델이, 2a층위와 3층위를 혼동한 결과라면, <법의 제
국>에서의 ‘의미론적 법이론’은 1층위와 3층위를 혼동한 결과이다.
  다음의 텍스트를 참고하면, 드워킨의 실증주의 묘사를 더욱 모순적이다. 
드워킨은 오스틴과 하트가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실적 차원과 ‘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실무적 차원을 별개
로 두었다고 설명한다.

오스틴과 하트의 이론은 다른 측면에서는 잘못이 많지만, 적어도 그 두 사
람은 무엇이 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자동적으로 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법명제는 본질적으로 사실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법명제 그 자체가 공무담당자나 시민이 무엇을 해
야 할 것인가를 언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그들은 말한다.118)

  법명제 자체가 무엇인지는 법의 효력 차원 내지는 전해석적 단계의 담
론이다. 반면에 판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성을 전제
로 한 해석적 단계의 담론이다. 아마도 위 텍스트를 근거로, 드워킨은 승

118)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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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의 논의의 층위가 실제로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판
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드워킨이 말한 의미에서 실증주의 법이론이, 법률가들
이 공유하는 ‘법의 근거’에 관한 기준의 존재를 주장한다는 묘사는 위 텍
스트와 어울리지 않는 묘사다. 드워킨에 따르자면, 실증주의 법이론가들은 
법의 효력과 법의 근거의 차원을 엄밀하게 나누었어야 할 것이고, 전자의 
담론을 후자의 담론처럼 포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드워킨의 실증
주의에 대한 묘사는 이 점에서 모순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콜먼은 승인율이 효력기준임을 명시함으로써, 승인율의 본래 위치를 찾
아주었다. 이에 대해 드워킨은, “관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소하게 만들어
버리고 실천적 및 이론적으로(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이를 쓸모
없게 만들어버렸다"119)라고 평가했다. 이 평가만 놓고 보자면, 정당한 측
면이 있다. 콜먼에 따르자면, 법의 효력기준인 승인율은, (드워킨이 중시하
는)법해석의 차원인 실무적 차원의 이론적 논쟁에 대해, 즉 법의 근거의 
차원에 대해 드워킨이 생각하는 유의미한 수준의 실천적 함의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보다 나아가서 드워킨이, “콜먼의 법실증주의는 반-실증주의
(anti-positivism)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120)라고 하면서 “이는 전
혀 실증주의가 아니며, 다만 오로지 법의 개념관에 있어서 ‘실증주의’라는 
명칭을 지키려는 시도일 뿐이다”121)라고 평가한다거나, 또는 콜먼의 실증
주의를 “괴짜 실증주의(pickwickian positivism)”122)라고 명명하기도 했
을 때 이는 부당하다. 아마도 드워킨은 ‘콜먼은 하트의 승인율의 위상을 
낮췄기 때문에 콜먼의 법이론은 반실증주의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하트의 법이론 조차도 단지 법이라는 사회적 사실을 설명하
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콜먼이 주저 없이 개념적 도구들의 
위상을 낮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정당한 일일 것이다. 

119) Ronald Dworkin, Justice in Robe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192면.
120) 같은 면.

121) Ronald Dworkin, Justice in Robes, 188면.
122)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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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견해차이

1. 경험적 견해차이와 이론적 견해차이

  드워킨이 말하는 의미론적 법이론에 따르게 되면, 법률가들은 법의 근거
에 관하여 모종의 의미기준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의미론적 법이론은 법에 
관한 견해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드워킨에 
따르면, 실증주의 법이론은 이론적 견해차이를 배제하고 경험적 견해차이
만을 인정한다.

저자는 법실증주의만을 고찰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이론은 명백한 사실설을 지지하는 의미론적 이론이고, 법에 관
한 진정한 논쟁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123)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드워킨이 말하는 두 가지 견
해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미리 두 가지 견해차
이의 논의의 층위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9] 드워킨이 말하는 두 가지 견해차이
1층위 토대 법의 효력 전해석적 단계2a층위 규준2b층위 법의 근거 경험적 견해차이
3층위 적용 해석적 단계 이론적 견해차이

123)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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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층위에 해당하는 것이 경험적 견해차이다. ‘법의 근거’에 관하여, 어
떤 법적 결정이 유효한 실정법적 근거를 가졌는가 혹은 가지지 못했는가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안에서 실정법적 근거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에 관하여 발생하는 견해차이를 드워킨은 ‘법에 관한 경험적 견해차이
(empirical disagreement about law)’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어떤 법명제의 진위에 관해서 견해차
이를 보이는 두 가지 방식을 구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법의 근거에 대해
서는 동의하지만, 즉 더 알려진 다른 명제가 가진 진리치가 어느 경우에 
특정 법명제를 진으로 만들어 주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경
우에 그 근거들이 충족되었는가에 대하여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
대 변호사와 판사들은 만약 캘리포니아의 성문법전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
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제한속도는 55마일이라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성문법전이 그러한 내용의 법규정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속도가 55마일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차이를 법에 관한 경험적 견해차이라고 부를 수 
있다.124)

  그러나 법의 근거에 관련된 견해차이는 단순히 실정법적 근거가 충족되
었는가 혹은 그 규준이 어떤 형태를 띠었는가에 관한 논쟁에 국한되지 않
는다. 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법해석의 차원이라는 3층위에 
해당하는 것이 이론적 견해차이다. 법실무에 있어서 법의 근거는, 도덕적 
원리나 정책적 논변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미연방대법원의 판결들로 미루
어볼 때 법적 논증은 실제 그렇게 구성되고 있다. 법의 근거에 관하여, 변
호사들과 판사들은 사안에서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정치적․도덕적 논거들을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견해차이를 가질 수 있다. 
드워킨은 이를 ‘법에 관한 이론적 견해차이(theoretical disagreement 
about the law)’라고 명명한다. 드워킨은 이론적 견해차이를 “법의 근거
에 관한 견해차이(disagreement about law's grounds)”125)라고 부르기

124)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8-19면.

125)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9면.



- 56 -

도 한다. 

그 둘은 법의 근거에 대하여, 즉 어떤 명제가 진인 경우 특정 법규정을 진
으로 만들어 주는 법의 근거에 대해서 견해차이를 가질 수 있다. 변호사와 
판사들은 경험적으로는 성문법전과 과거의 판례들이 동료 노동자가 야기한 
상해의 배상에 관하여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손해
배상법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이를 보일 수 있다. 왜냐
하면 성문법전과 선례가 이 사안에 관한 법의 근거의 전부인가에 관하여 
견해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법의 대한 ‘이론적’ 견해차이라
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126)

  그러나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3층위에 대한 예단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론적 견해차이 역시 배제하지 않는다. 콜먼은 법의 내용에 관한 견해차
이를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콜먼의 법이론이 배제하려는 것은 경험적 
견해차이라는 점을 다음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승인율에 관련된 견해차이

  실증주의는 사회적 규칙의 형성을 위하여 법에 관한 일부 견해차이를 
배제한다. 콜먼이 배제하려는 것은 승인율의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다. 콜
먼은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disagreement about content)’와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disagreement about application)’를 구별하며 법에서의 
대부분의 견해차이는 후자의 견해차이라고 말함으로써, 전자를 어느 정도 
배제하려 한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의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는 승인율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지, 법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의 논변은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disagreement about content)와 적용
에 관한 견해차이(disagreement about application)를 구별한다. 논쟁적
인 도덕적 논변을 요청하거나 불러일으키는 많은 논쟁들은, 승인율의 내용

126)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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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견해차이라기보다는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127)

  ‘법의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는 허용된다. 그러나 (승인율의) ‘내용에 관
한 견해차이’는 상당수 배제되어야 한다. 물론 절대적인 합의를 말하는 것
은 아니다. 승인율도 역사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128) 하지만 승인율이
라는 사회적 규칙이 성립하려면, 승인율의 내용(효력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관행이 형성되어야 한다.
  콜먼이 말하는 두 가지 견해차이의 층위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
다. 즉 2a층위에서는 수렴이 필요하지만, 3층위에서는 수렴이 필요하지 않
다.

[표 10] 콜먼이 말한 두 가지 견해차이
1층위 토대 법의 효력 전해석적 단계2a층위 규준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
2b층위 법의 근거3층위 적용 해석적 단계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

  즉, 2a층위에서 콜먼은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를 상당수 배격한다. 그
러나 이것이 드워킨이 말한대로 이론적 견해차이의 존재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콜먼은 드워킨이 말한 ‘경험적 견해차이’를 배격한다고 보
는 것이 적절하다.

127) Jules L. Coleman, “Incorporationism, Conventionality, and the Practical

Difference Thesis”, 410-411면(각주46).

128) 미연방대법원이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권을 갖는다고 결

정한 판례가 그 예다. “나로서는, 그 어디에서도 견해차이 전부가 승인율의 적용

에 있어서의 견해차이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나는,

Marbury v. Madison에서 표출된 승인율에 있어서의 견해차이가 승인율의 적용

에 있어서의 견해차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이 사안

은 승인율이 어떻게 확장되거나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차이다. 이는 승

인율의 내용에 있어서의 견해차이다.” (Jules L. Coleman, “Incorporationism,

Conventionality, and the Practical Difference Thesis”, 411면(각주46).)



- 58 -

  물론 논의의 층위로만 볼 때, 드워킨이 말한 ‘경험적 견해차이’와 콜먼
이 말한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험적 견해차이는 
법의 근거에 관한 견해차이이지만, 승인율의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는 승인
율이 어떤 규준에 효력을 부여하는가에 관한, 법의 효력에 관한 견해차이
다. 
  하지만 2a층위와 2b층위는 사실상 다르지 않다. 불문법을 제외하고 본
다면, 2a층위는 ‘법전’ 속의 규정들을 말하고, 2b층위는 ‘판결문’에 첨부된 
관계 법령에서 적시되어있는 규정들을 지칭할 뿐이다. 결국 법적용 내지 
법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규칙(규준)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따라서 콜먼이 승인율에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를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
은, 드워킨이 말한 이론적 견해차이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경험적 견해차
이를 배제하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경험적 견해
차이가 공무담당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발생된다면, 간접적으로 승인율의 
내용에 대해서도 불일치한다는 것을 방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효력기준을 둘러싼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의심될 것이다. 안정적인 법
체계라면 경험적 견해차이가 흔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다행히
도, 드워킨도 말하듯이, “법에서의 많은 견해차이는 이런 식의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다.”129)

콜먼이 승인율의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와,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를 구별
하는 것에 대해서, 드워킨은 이를 “추상화 전략(the abstraction 
strategy)”이라고 하면서 “이 전략에 따르자면 우리는 어느 그룹의 행위규
준에 관한 모든 견해차이를, 그들이 공유하는 도덕적 관행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130)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비판은 
부당하다. 승인율의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 및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의 차
이의 구별은, 드워킨 본인이 만들어 낸 경험적 견해차이와 이론적 견해차
이의 구별, 전해석적 단계와 해석적 단계의 구별과,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
한 구별일 뿐이다.

129)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74면.

130) Ronald Dworkin, Justice in Robes,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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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의 논의를 종합하면, 하트/콜먼의 승인율 이론은 드워킨이 제시하는 
의미론적 법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이 아
니기 때문이다. 또한 하트/콜먼의 승인율 이론은 드워킨이 말한 이론적 
견해차이를 완전히 배격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먼이 말한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와 드
워킨이 말한 ‘이론적 견해차이’가 개념적으로까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
니라고 생각된다. 이 점은 5장에서 이어서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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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언어경계선식 옹호론

  하트의 승인율 이론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드워킨은 <법의 제국> 1장
에서 법실증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언어경계선식 옹호론(the 
borderline defense)’을 소개하기도 한다. 물론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이 
‘의미론적 법이론’을 옹호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두 
입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드워킨이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하트의 법이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두 개는 별개의 담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이에 대한 드워킨
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렇지만 보다 세련되게 실증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사례에서,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스스로 법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
각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약간 다른 이유에서 이러한 표현을 액
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새 논거는 ‘법’이라는 언
어의 표준적 내지 핵심적인 사용과 경계선상에 있거나 주변적인 사용을 구
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31)

  이는 승인율에 관련한 주장이 아니라, 하트의 개방적 구조 이론을 겨냥
한 주장이다. 이는 개방적 구조 이론은 법의 적용 및 해석을 다룬 3층위
의 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주로 승인율을 겨냥한 논의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승인율에 관련된 쟁점을 제외하고,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을 둘러싼 문제점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하트의 승인율 이론과 개방적 구조론의 논의의 층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1)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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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하트의 두 이론의 층위
1층위 토대 법의 효력 전해석적 단계

승인율 이론
2a층위 규준 규칙2b층위 법의 근거3층위 적용 해석적 단계 개방적 구조론

  1절에서는 콜먼과 라즈의 제안에 따라 이 문제를 언어철학적으로 접근
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언어철학적 쟁점이 아닌 해석적 쟁점으로 이 문
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제1절. 언어철학적 쟁점

  1절에서는 언어경계선식 옹호론과 이를 비판하는 의미론적 독침 논변을 
살피도록 한다. 콜먼과 라즈는, 드워킨은 하트에게 말이 되지 않는 언어철
학적 견해를 귀속시킨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저 드워킨이 
언어철학적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논의를 마치게 되면, 이는 사태를 지나
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해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의미론의 독침 논변에 담긴 드워킨의 입장 자체는 언
어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입장이라는 점이다(1.). 다른 하나는, 콜먼이나 
라즈가 말하는 어불성설의 언어철학적 견해 자체를 드워킨 자신이 일부 
개념에 관하여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2.). 이 문제를 언어철학적 쟁점으
로만 바라본다면 드워킨의 논의 자체가 일관성 없는 견해가 되어버릴 것
이다. 본 논문은, 드워킨의 논의 자체를 완결성 있는 논의로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이 쟁점을 언어철학적 쟁점으로 파악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1. 하트의 개방적 구조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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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워킨은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다고 말한다.

이 설은 변호사들과 판사들 모두가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
체로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예컨대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의 법
률상의 제한속도와 영국에서의 기본세율에 관해서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어 사용규칙들이 자세하거나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
로 다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계선상에 있거나 주변적인 사례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가들은 한계적인 사례들의 경우에는 그 주된 규칙
에서 규정된 근거들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만족하더라도, ‘법’이라는 언어
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132)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에 따르면,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동
일한 규칙 내지 기준이 공유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언어의 표준적 사용이 
발생한다(이하 ‘중심부’). 다만 그 규칙이 정밀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이라
는 언어의 주변적 사용이 발생하기도 한다(이하 ‘주변부’).
  이는 하트의 ‘개방적 구조’ 이론을 겨냥한 설명이다. 비교를 위해 우선 
하트의 법의 개방적 구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
다.

선례나 입법의 장치 중 어느 것이 행동 표준을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선택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들이 매우 많은 보통의 사례들에 아무리 매끄
럽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적용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불확정
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즉, 그것들은 개방적 구조open texture라고 
불러 온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법의 경우에 이것을 
인간 언어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제시해왔다. 경계선상의 불확실성은 사실 
문제에 관한 어떠한 형식의 의사소통에서도 일반적인 분류 용어를 사용하
는 것에 대하여 치러야 할 대가이다. 영어와 같은 자연 언어가 이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개방적 구조를 띤다.133)

132) 같은 면.

133) H.L.A. Hart, 『법의 개념』, 166면.



- 63 -

  하트의 버전과 드워킨의 버전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
다. 드워킨은 중심부의 일치를 기준에서의 일치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하트는 중심부의 일치를 범례 내지 사례에서의 일치 이상으로 요구한 적
이 없다. 규칙의 공유 내지 기준의 공유라는 조건은 하트의 이론에 있어서 
언급되지도 않았던 조건이다. 다음은 하트가 ‘탈 것(vehicle)’이라는 예시
를 든 부분인데, 그 어디에서도 하트는 기준의 공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용기를 내어 일반적인 행위의 규칙(예컨대 탈것을 공원에 들여올 
수 없다는 규칙)을 작성하려고 할 때에, 이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만일 
그 범위 내에 들어가려고 하면 충족시켜야 할 필요조건을 결정하고, 그리
고 확실히 그 범위 내에 있는 어떤 명백한 사례들이 우리들 마음에 떠오르
게 될 것이다. 그것은 범례이며 명백한 사례들이다(자동차, 버스, 모터사이
클 등). … 반면에 우리들이 공원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일반적 목표를 시초
에 구상하지 않거나 아마 구상할 수 없었던 사례(아마 전력으로 추진되는 
장난감 자동차)에 연결하기까지는 우리의 목표는 이 방면에서는 불확정적
이다. 우리들은 구상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여 그것에 의하여 제기된 문
제를 예견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놓지 않았다.134)

  입법자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언어로 행위를 규제하기를 의도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범례들(명백한 사례들)이 중심부를 구성한다. 
반면에 당시 예견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주변부를 구성한다. 여기서 법의 
개방적 구조는 순전히 사례만으로 구성된 설명들이다. 탈것이라는 규칙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기준적인 형태를 띨 필요도 없다. 게다가, 설령 그 이
해가 기준적 형태를 띤다고 하더라도, 하트는 그 어디에서도 각자의 마음 
속에서 떠오른 기준들이 동일한 형태일 것이 요구된다고 말한 적이 없
다.135) 우리는 범례만을 공유해도 같은 개념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134) H.L.A. Hart, 『법의 개념』, 167면.

135) 심헌섭은 하트의 법의 개방적 구조가, 의미론적인 개념징표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하트의 이러한 구별은 사실 독일의 이익법학자 Heck의

“Begriffskern"과 ”Begriffshof"의 구별에 연유된 것같이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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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드시 개념의 적용기준 자체가 공유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드워킨도 이 점을 알고 있다. 드워킨은 의미론적 법이론이 ‘의미
론의 독침(Semantic Sting)’에 찔려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리는 법실
무를 공유된 기준 없이도 막바로 인지하기 때문에, 공유된 기준을 거쳐야
만 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류라는 말이다.

사실 우리의 법문화 속에서 법실무라고 여기는 실무를 우리는 아무런 어려
움 없이 집단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들을 정의(定義)를 통해
서, 즉 법체계란 필연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를 공통의 정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적으로 만족할 만한 정의를 통해서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미론의 독침에 찔려서 마비되어 있는 것이다 
- 오류일 것이다.136)

  
  여기서 정의(定義)라는 말 때문에, ‘드워킨은 법에 관한 필요충분조건 
형태의 이론만을 반박하는 것이고 견해차이의 발생가능성은 긍정하되 법
에 관한 중심 사례들만을 기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
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드워킨은 중심적 사
례들을 기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론의 독침’이라는 의미로 배제하려
고 하는 것이다. 다음 텍스트가 그 증거이다.

견해차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특
정 견해를 취하는 사람은 의미론의 독침에 찔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느 
경우에 어느 경우에 우리의 주장이 타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동
일한 기준들 - 철학자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에만 서로 의미 있게 

하트의 그것은 비트겐슈타인 등의 언어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하트는 의미의

핵의 영역과는 어떤 공통적인 징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소 중요한 징표들간의

다소 큰 유사성 때문에 결합된다고 본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이른바 가족적 유

사성(Familienähnlichkeit)의 이론에 일치된다.”(심헌섭, “H.L.A. Hart의 분석적 법

이론(1978)",『비판과 분석의 법철학』, 법문사, 2001, 573면.)

136)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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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서가에 책이 몇 권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너와 내가 무엇이 책인지를 적어도 대략적으로는 동
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얻
지 못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른바 핵심적 사례에 대해서는 견해차이를 
가질 수 없다.137)

  드워킨에 따르면,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들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어도 
핵심적 사례에 대해서는 견해차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기준을 공유할 
때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의미론의 독침’에 찔린 자들
이다.
  그런데 의미론적 독침 논변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하트가 
제시하지도 않은 언어철학적 견해(언어경계선식 옹호론)를 하트의 입장에
게 귀속시킨 뒤에 비판했다는 점이다. 라즈는, 드워킨이 하트에게 귀속시
킨 그 언어철학적 입장을 "개인주의 그림(the individualistic picture)"라
고 지칭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묘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주의 그림에 따르면, 각자는 개념을 적용할 때 그가 따르는 기준들을 
소유(hold)한다. … 개념을 사용하는 자들은 적용에 있어서는 실수할 수 있
으나(잘못된 인식이나 계산의 실수 등의 이유로),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실
수할 수 없다(cannot make mistakes about the criteria).138)

  라즈는 테이블을 지칭하는 사람을 들어 이것이 기묘한 입장임을 예증했
다.

‘This is table(이것은 테이블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영어 용법을 지도하
는 기준에 따라 ‘table’이라는 말을 썼으며, 그 기준은 위에 물건을 놓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피트 높이의 가구라는 조건을 포함한다고 생

137)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73-74면.

138) Joseph Raz, “Two Views of the Nature of the Theory of Law: A partial

Comparison” in Hart's Postscript, Jules. L. Coleman 편,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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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나는 한 사물을 테이블이라고 불렀는데, 누군가 나에게 나는 실수
했다면서 이것이 화판(drawing-board)이라고 한다. 개인주의적 설명에 따
르자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지적질 하지 마세요(Do not 
correct me). 나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말한 바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내가 “table"을 당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했
다고 생각하는 군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물체가 테이
블이 되는 의미규칙에 따라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139)

  콜먼 또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개념의 공유를 위한 조건들을 기준의 
공유로 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미론의 독침 논변의 문제는, 같은 개념(concept)를 갖기 위하여 개인들
이 공유해야 하는 것을 잘못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들은 적용의 기
준(criteria of application)이 아니라, 개념의 범례들 혹은 실례들의 집합
에 일치할 때(agree on a set of paradigm cases or instances) 같은 
개념을 공유할 수 있다. … 능숙한 언어 사용자들의 다수가 범례들의 집합
에 일치하는 한, 그들은 같은 개념을 공유한다. 수정가능한 범례들의 집합
을 공유한다는 것이, 범례들을 골라냄에 있어서 개인들이 개념 적용을 위
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 만약 실
제로, 그들이 어떤 범주나 규칙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할 때, - 모두가 개념
의 적용을 위한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함축하지 않는다.140)

  콜먼과 라즈의 지적은 물론 타당하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언어철학적으
로 반박하는 것은 사태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
를 단순히 언어철학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는, 드워킨 자신이 ‘의미론의 독침’ 논변에서처럼 언어경계선
식 옹호론 식의 주장이 언어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는 점이다. 드워킨이 마치 언어철학적인 소양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으

139) Joseph Raz, “Two Views of the Nature of the Theory of Law: A partial

Comparison”, 17면.

140)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56-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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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의 이론을 비난하게 되면, 이 점을 해명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드워킨 스스로가,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에 담겨있던 설명
을(즉 ‘의미론의 독침’으로 비판했던 그 설명을) 자기 이론 중 일부로 수용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법의 제국>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
나, <정의론>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이다.141) 이는 규준의존적 
개념의 문제인데, 이를 (2.)에서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2. 규준의존적(criterial) 개념 자체의 문제점

  드워킨은 <정의론>에서 법실증주의와 자신의 법이론(‘해석주의’)의 차이
는 법 개념을 규준의존적인 것142)으로 볼 것인지, 해석적인 것으로 볼 것
인지의 차이라고 서술한다.

법에는 여러 개념이 있는데 잠시 그 차이점을 살펴보자. ‘법’이라는 말은 
“법이 원시 사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문장 안에서는 사회학적 의미로, 
‘법의 지배’를 칭송할 때는 희망적인 의미로, “코네티컷 주법상 사기가 민
사 불법 행위인가?”를 말할 때처럼 특정 주제에 대한 법이 무엇인지 보고
할 때는 법칙적인(doctrinal) 의미로 사용된다.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는 둘 
다 이 법칙적인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다. 실증주의

141) 이 때문에 콜먼과 라즈의 논의를 인용하는데 의존하기보다는, <정의론>의 드

워킨의 담론을 직접 비판하기로 한다. 이 문제를 다룬 콜먼과 라즈의 저술 당시

는, <정의론> 출간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라즈는 이 쟁점을 언어철학

적 쟁점만으로 보지 않았다. 라즈는 <법의 제국>에서의 드워킨의 의도의 모순성

을 직접 지적하고 있다.(Joseph Raz, “Two Views of the Nature of the Theory

of Law: A partial Comparison”, 32-33면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라즈의 논의를 더 깊게 참조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정의

론>에서의 명시적인 드워킨의 언급을 검토할 때 이 문제가 더 쉽고 자세하게 검

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 논문에서는 콜먼의 입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즈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 논지의 통일성을 위해 라즈의 실증주의 법

이론에 대한 언급들을 일부 반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지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된다.

142) 여기서 ‘규준의존적’이라고 할 때 규준은 standard가 아니라, criteria의 의미다.

그러므로 ‘기준적’이라는 번역이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정의론>에서 ‘규준의

존적 개념’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한 것을 존중하여 굳이 ‘기준적’이라고 새롭게 옮

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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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으로 이 개념을 규준의존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실증주의는 법률
가들이나 법률 공무담당자들이 하나의 법적 명제가 법리적인 의미에서 참
인지를 가려냄에 있어서 그 명제의 계보상 요건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려 했
다. 해석주의는 법칙적 개념을 해석적으로 다룬다. 즉 하나의 사안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요구한다고 법률가들이 주장할 때는, 그 해
석적인 측면이 항상 은폐되어 있지만, 그야말로 해석적인 주장들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긴다.143)

  그러므로 규준의존적 개념이 무엇인지, 해석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드워킨은 <정의론> 8장 서두에서 ‘개념의 유형’들을 
규준의존적 개념, 자연종 개념, 해석적 개념으로 구분한다.144) 여기서 결
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드워킨이 규준의존적 개념 자체는 수용한다는 점이
다. 다만 드워킨이 실증주의 법이론을 반대하는 것은 법마저도 규준의존적 
개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일 뿐이다.
  먼저 해석적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는 도덕이나 가치의 차원을 
다루는 범주다. 법과 마찬가지로 논증적 특성을 갖는 개념들은 해석적 개
념으로 분류된다.

우리는 해석적 개념들이 가치를 기술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불일치를 겪으며, 
이 불일치는 종종 두드러지기도 한다. … 그러한 불일치는 사실에 대한 불
일치나 사전적 또는 표준적 의미에 대한 불일치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불
일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이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가치와 관련하여 
어떤 특정한 개념관을 옹호하고자 할 때는 그 정치적 가치 자체를 넘어서
는 가치들을 동원해야 한다.

143) Ronald Dworkin, 『정의론』, 623면. 드워킨은 이 텍스트에서 자연스레 실증주

의 법이론과 사회학적인 법의 용례들을 무관한 것으로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하

고 있다. 그러나 드워킨의 이론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한 논의

는 생략한다.

144) 자연종 개념은 실증주의 법이론과 해석주의 법이론의 대립과 무관하므로 이하

의 논의에서는 배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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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워킨의 규준의존적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해석적 개념에서
와는 달리 규준의존적 개념에서는 실례들을 식별하는 기준의 공유가 요청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중 어떤 것들은 이런 의미에서 규준 의존적
(criterial)이다. 즉 우리가 개념의 실례들을 식별하는 데 동일한 기준을 사
용할 때, 하지만 오직 그런 때에 한해서, 우리는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
다.145)

  드워킨의 말처럼 실증주의 법이론이 법을 규준의존적 개념으로 바라본
다면, 법률가들은 법의 실례들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사용
할 때, 오직 그런 때에 한해서, 법칙적 개념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법의 제국>에서의 ‘의미론적 법이론’에 대한 설명과 동일하다. 
  드워킨은 규준의존적 개념의 예시로 ‘대머리’와 ‘책’을 제시하는데, 드워
킨은 여기서 ‘표준적 사례들에서의 일치’와 ‘기준들의 동일성’에 대해 언급
한다.

대머리와 책의 개념은, 사람들이 그 적용의 올바른 기준에 관해서는 대체
로 의견이 일치하지만 각자가 주변적이라고 여기는 적용 범위에서는 의견
이 다르기 때문에, 모호한 규준 의존적 개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표준
적 사례들에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에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든,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은 동일
한 개념으로 취급해야 할 정도로 아주 사소하게 다를 뿐이라고 이야기하
든, 어느 쪽이든 말이 된다. 취지는 동일하다. 즉 불일치가 진정한 것일 때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기준들의 동일성이라는 것이
다.146)

  대머리를 예로 들면, 머리숱이 거의 없는 사람이 표준적 사례가 될 것이
다. 두 사람이 그러한 사례가 대머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일치를 보이

145) Ronald Dworkin, 『정의론』, 262면.

146) Ronald Dworkin, 『정의론』,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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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대머리라는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드워킨은 이보다 많은 것을 요구
한다. 두 사람이 대머리의 판단기준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적 사
례에 대한 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표준적 사례
에 대한 일치는 반드시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들을 공
유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가? 드워킨은 ‘규준의존적 개념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드워킨이 범례의 공유에 만족하지 않고, 왜 기준의 공유까지 요구하는지
에 대한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는 사례는 ‘뱅크(bank)’라는 동음이의어 사
례다.

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 많은 말들이 있고, 이러한 언어적 
사실 때문에 우습게도 가짜 일치가 생겨날 수 있다. 만약 당신과 내가 내
일 뱅크(bank)에서 만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당신은 강 가장자리
를 뜻한 반면에 나는 돈을 쌓아 두는 장소를 뜻한다면, 우리의 일치는 허
상이다.147)

  동음이의어가 진정한 일치가 아니라는 점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러므
로 드워킨은 이 경우를 허상의 일치라고 분류하고, 기준까지 공유되어야 
개념이 공유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그 일치가 허상임을 판단하는 객
관적인 제3자의 존재를 가정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말이다.148) 그러한 
존재자를 가정하지 않으면, 기준들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사례들만으로 뱅크의 경우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강둑 근처에 은행이 있다면, 뱅크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떠올리
고도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강둑이나 은행 근처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
다. 이 경우에 당사자 둘은 뱅크로 약속장소를 잡는데 아무런 문제점을 겪
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일치가 허상이었음을 알 수 없
다. 

147) Ronald Dworkin, 『정의론』, 261면.

148) 그런데 드워킨은 이를 실제로 가정한다. 본 논문의 4장 2절 1. 참조.



- 71 -

  이후에 은행 지점이 이전되어 이상 은행이 강둑 근처에 있지 않게 된 
경우, 뱅크라는 낱말로 불일치를 겪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들은 비로소 
그동안의 일치가 허상이었음을 깨달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치가 
허상이었음을 밝히기 위해서 ‘기준들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
다. 이 경우에 개념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약속장소가 불일치했던 
경험적 사례만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이하에서는 드워킨이 규준의존적 개념을 반박하기 위해, 드워킨이 제시
한 사례들이 언어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반박논리는, 드워킨 자신이 말했
던 ‘의미론의 독침’ 논변에서 사용된 논리와 동일하다. 그리고 이는 2절에
서 보듯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와 같으므로,149) 이하에서는 비트겐슈타인
의 저작을 통하여 드워킨의 규준의존적 개념론을 반박하고자 한다.

a) 노랑
  먼저 살펴볼 것은 ‘노랑’의 예시다. ‘노랑’의 예시만이 다른 예시들과 달
리 특별한데, 드워킨이 ‘노랑’을 설명하는 방식은 언어적 정의가 아니라 
지시적 정의라는 점이다.

우리가 ‘노랑’이라는 말을 써서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우
리가 노랑이라고 식별하는 대상들이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이며, 의견이 불
일치할 때에는 빛이나 감각 기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50)

  통상적으로 단어를 설명하는 방식은, 그 낱말이 표현하는 것을 직접 지
시하는 방식과 그 낱말에 대한 언어적 설명을 기술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 
상응하여, 비트겐슈타인의 강의록 <청색책>에서는 지시적 정의와 언어적 
정의를 나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지시적 정의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149) 본 논문의 4장 2절 1. 참조.

150) Ronald Dworkin, 『정의론』, 280-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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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 낱말의 의미의 설명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매우 거칠게 
말해서, 언어적 정의와 지시적 정의로 구별될 수 있다. … 언어적 정의는 
우리를 한 언어 표현으로부터 다른 언어 표현으로 인도하므로, 어떤 뜻에
서 우리를 더 이상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시적 정의에서 우리
는 의미 학습을 향한 훨씬 더 진정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보인다.151)

  낱말을 다른 낱말들로 이끄는 언어적 정의는, 그 ‘다른 낱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의가 한 낱말의 의미를 설명한다
면, 당신이 그 낱말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본
질적일 수 없다.”152) 따라서 “그것에 하나의 의미를 주는 것은 지시적 정
의의 일이다.”153)

  동일한 맥락에서 아도르노 또한 언어적 정의가 아닌 지시적 정의에 우
선권을 두고자 한다. 언어적 정의에 의한 설명은 한계에 부딪치는 반면, 
지시적 정의에 의존할 때 더욱 현실적인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빨강’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없고, ‘빨강’이라는 개념으로 뜻하
는 바를, 그것을 설명해 주려는 사람들의 눈 앞에 빨강의 다양한 뉘앙스들
을 제시하고 그들의 지각심리학의 가능성 내부에서 이 모든 개별적 빨강에 
대한 지각들에 공통적인 계기를 빨강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도록 함으로
써, 단지 가리켜 보일 수 있을 뿐입니다.154)

  ‘빨강’을 나의 의견이나 언어적 정의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헤겔도, 언
어는 사적으로 내밀한 감각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한 장의 종잇조각을 실제로 말로 나타내려고 해
도,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말로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감각적 사물인데 그 자

151) Ludwig Wittgenstein(이영철 옮김), 『청색책 · 갈색책』, 책세상, 2006, 16면.

152) 같은 면.

153) 같은 면.

154) Theodor W. Adorno(홍승용 옮김), 『변증법입문』, 세창출판사, 2015, 324-3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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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보편적인 의식에 귀속되는 언어로서 감각적인 것에 도달하기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감각적인 것을 말로 나타내려고 하면 
오히려 감각적인 것이 문드러져버린다.155)

  우리는 빨간 사물을 가리켜서 ‘빨강’이라고 가리킬 수 있을 뿐이다. 우
리 모두는 추상적 관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빨간 사물을 통해서 
‘빨강’이라는 단어를 학습했을 것이다. 바나나를 보고 A가 “노랑!”이라고 
말한다면 그 노란색은 그 바나나의 색깔일 것이다. 
  드워킨은 그저 구체적인 노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
로 지시적 정의다. 그러나 바나나를 노란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능력
으로부터, 우리가 마음 속에 ‘노랑’의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신이 색이 있는 대상을 - 어떻게 바라보든 - 바라보기 때문에 당신이 색
의 개념을 당신 속에 가지고 있다고는 믿지 말라. / (당신이 빚을 지고 있
다는 것으로 인해 당신이 음수의 개념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듯이.)156)

  ‘노랑’이라는 감각의 동일성은 기준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동
일한 대상을 두고 ‘노랑’이라고 각자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다. 

나는 물론 나의 감각의 동일성을 기준들에 의해서 확인하지 않는다 ; 오히
려 나는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로써 언어놀이는 끝나지 않는다 ; 
그로써 언어놀이는 시작된다.157)

  그러므로 노랑을 규준의존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언어철학적인 오
류다.

155) G.W.F. Hegel(임석진 옮김), 『정신현상학1』, 한길사, 2005, 146면.

156) Ludwig Wittgenstein(이영철 옮김), 『쪽지』, 책세상, 2006, 109면. §332. (괄호

는 원문에 따른 것임.)

157) Ludwig Wittgenstein(이영철 옮김), 『철학적 탐구』, 책세상, 2006, 181면.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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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삼각형
  드워킨을 정삼각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삼각형을 예로 들면, 그 실례들을 식별하는 데에 하나의 특정한 판별기
준(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정삼각형의 개념을 
공유한다.158)

  위 텍스트의 오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이유(Grund ; reason)
와 가설적 원인(Ursache ; cause)을 구별하고, 후자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트겐슈타인은 ‘왜 그러한 기호 사용을 했는가’ 물어본다면 다
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령 “당신은 왜 바로 이 색을 칠함으로써 내 명령을 수행했는가?”라고 질
문을 받았을 때, 그 인물은 특수한 색조의 색깔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가 
실제로 취한 길을 기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만일 그가, “빨강”이란 
낱말을 듣고는, 내가 그에게 주었던 견본을 집어 든 다음, 그 반점을 색칠
할 때 그 견본을 본떴다면 그러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그는 그것을 ‘자동
적으로’ 또는 어떤 기억 상으로부터 색칠했을 수도 있으나, 이유를 대라고 
요구받았을 때, 그는 여전히 그 견본을 가리키며, 그것이 자기가 색칠한 반
점과 일치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159)

  “모든 설명의 기초는 훈육이다.”160) 언어를 왜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
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궁극적 대답은, ‘그저 그렇게 배웠기 때문’
이다. 학습의 실제적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그에 대한 진정한 이유 제시
다. 그리고 훈육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유를 제시할 수가 
없으며, 그 복종행위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158) Ronald Dworkin, 『정의론』, 262면.

159) Ludwig Wittgenstein, 『청색책 · 갈색책』, 36면.

160) Ludwig Wittgenstein, 『쪽지』, 129면.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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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당신이 실제의 이유들의 사슬은 시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다면, 당신은 당신이 명령에 복종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
우가 있다고 하는 관념에 더 이상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161)

  그러나 여기서 혼동이 발생하는데, 이유와 원인의 혼동이 그것이다. 이
유가 없는 곳에 가설적 원인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유들의 사슬이 끝이 났는데 여전히 “왜?”라고 하는 질문이 주
어지면, 우리들은 이유 대신 원인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내
가 당신에게 빨간 반점을 칠하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왜 바로 이 색을 칠
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 당신이 “나에게 이 색의 견본이 제시되었
고, 그와 동시에 ‘빨강’이란 낱말이 나에게 발음되었다 ;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빨강’이란 낱말을 들을 때는 이 색깔이 언제나 내 마음에 떠오른다”
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당신 행위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원인을 댄 것이
다.162)

  ‘내 마음에 떠오른다’는 가능한 설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이해될 수는 없
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밀(私密)한 감각적 표상은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163) 사밀한 감각적 표상은 언어놀이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빨강’이 지시하는 바는 단지 그 견본의 색깔일 뿐이며, 결국에는 훈육에 
복종했다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빨강은 뭔가 특유한 것이다”는, 빨간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뭔가 
특유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만큼을 뜻함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161) Ludwig Wittgenstein, 『청색책 · 갈색책』, 37면.

162) 같은 면.

163) 그러므로 비록 공상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사적인

체험에서 본질적인 것은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표본을 소유한다

는 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일부는 하나의 붉음-감

각을, 그리고 다른 일부는 다른 하나의 붉음-감각을 가진다는 가정이 - 비록 검

증될 수는 없지만 - 가능할 것이다.” (Ludwig Wittgenstein, 『철학적 탐구』,

174면.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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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해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이미 ‘빨강’이란 우리의 개념을, 즉 
저 견본의 사용을 뜻해야 할 것이다.164)

  
  가설적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적 이유인 훈육과 복종에 주목한다면, 드워
킨의 사례들에서 규준의존적 개념에 관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의 형상을 지닌 물체를 선생님이 “정삼각형!”이라고 명명한다
면, 학생들은 세 변의 길이를 재보지 않고도 그것을 정삼각형이라고 학습
할 것이다. 여기서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식의 설명은 곁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수학적 수준으로 세 변의 길이가 같지는 않
지만 매우 비슷한 길이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 제시되어도 학생들은 그 삼
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학습할 수 있다. 사소한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음으
로써 정삼각형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165)

  이러한 접근은 정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삼각형이 정삼각형임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그와 같은 관념은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가능한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면, 어떤 학생이 ‘세 변의 길이
가 같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세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준들을 인지하지 못하
고 있다면, 아마도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학

164) Ludwig Wittgenstein, 『쪽지』, 109면. §333

165) 구체적 경험대상들로부터 정삼각형이라는 관념을 형성하게 되지만, 이 관념은

구체적 경험대상들과 분리된 추상관념으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버클리는, 구체

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지라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

음으로써 삼각형 일반에 타당한 증명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내가 증명

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잊지 않고 있는 관념, 예를 들어 비록 특정한 길이의 변

을 가지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관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는 이 관념이 어떤 형태나 크기를 가졌건 간에 직선으로 둘러싸인 다른 모든 삼

각형에 적용된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어떻든 증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직각도

두 변의 동일함도 그리고 변의 특정한 길이도 고려 사항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

다. …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내가 하나의 개별적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

해 증명한 것이 어떤 사각(斜角) 삼각형 또는 부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삼각형의 추상 관념에 대한 명제를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다” (George Berkeley(문성화 옮김),『인간 지식의 원리론』, 계명대

학교 출판부, 2010,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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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현실에서 능히 정삼각형의 형태들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다.
  ‘정삼각형’을 식별하는 데에 있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는 
기준은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기준이 없으
면 정삼각형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우리가 정삼각
형이라는 말을 쓸 때 세 변의 길이를 직접 재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
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삼각형’이라고 부르는 대상에 대해서 만일 드워
킨이 정밀한 기계로 그 길이를 측정한 후 세 변의 길이가 같지 않다는 것
을 증명하고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수학적 
엄밀성을 고려하면 지극히 타당한 진술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로지 
정삼각형은 관념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실제 세 
변의 길이가 수학적 수준으로 동일한 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정삼각형이 아니지만 거의 그와 유사하
게 생긴 삼각형들을 보통 ‘정삼각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
아오면서, 완전하지는 않으나 정삼각형과 거의 유사한 삼각형을 ‘정삼각
형’으로 부르는 방식으로 언어사용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c) 집
  <법의 제국>에서 드워킨은 ‘집’의 표준적인 의미와 경계선상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의 사례 영역에서는 낱말의 의미는 기준에 의해 지
도되고, 경계선상 사례 영역에서는 불확정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우리는 모두 집이라는 말의 표준적인 의미에 관해서 동의한다. 도
시 근교에 있는 통상의 1가구 단독주택이 집(house)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도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확하게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지는 않는다 ; 버킹
엄 궁을 집(house)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166)

166)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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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언어 사용에 관한 통계조사를 해본다면 추측컨대 1가구 단독주
택을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인 반면, 버킹엄궁을 ‘집’
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드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근교에 있는 통
상의 1가구 단독주택이 집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이라는 드워킨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통상의 1가구 단독주택을 집이라는 것을 긍정한다
는 사실이, 그 사람이 ‘집’의 표준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지
는 않는다. 굳이 표준적인 의미가 없어도 우리는 ‘집’이라는 낱말을 아무
런 문제없이 사용한다. 결정적으로, 드워킨 또한 ‘집’의 규준을 분명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
의 참된 정의란 없기 때문이며, 정의를 내려본다고 하더라도 언어놀이에서 
그러한 정의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수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1절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드워킨은 하트의 개방적 구조의 이론을 비
판한 것이 아니라, 허수아비 형태의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을 세운 뒤, 이를 
‘의미론의 독침’ 논증으로 비판한 것이다. 타당하게도, 콜먼과 라즈는 이를 
언어철학적 문제로 파악하여 드워킨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쟁점을 언어철
학적 문제로만 파악하면 두 가지 사항을 해명하지 못한다. 첫째, 드워킨이 
의미론의 독침 논변을 세운 것을 해명하지 못한다(1.). 둘째, 드워킨 자신
이 <정의론>에서 규준의존적 개념을 긍정한다는 것을 해명하지 못한다. 
물론, 콜먼과 라즈의 언어철학적 비판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파악해보자
면, 혹은 드워킨이 말한 의미론의 독침 논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파악
해보자면, 드워킨이 <정의론>에서 제시한 규준의존적 개념은 언어철학적
으로 오류이다(2.). 
  왜 이러한 언어철학적 오류를 낳는 개념을 드워킨이 자신의 이론의 일
부로 수용하는지를, 2절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제2절. 해석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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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는 드워킨이 하트에게 귀속시킨 견해가, 비트겐슈타인, 퍼트남, 버
지의 견해에 따르자면 오류라고 밝혔다.167) 콜먼도 버지, 크립키, 맥도웰, 
퍼트남,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르자면 오류라고 밝힌다.168) 그러나 이
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드워킨 자신도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잘 이해하
고 있다는 점이다.
  2절에서는 우선 드워킨의 의미론의 독침 논변 자체가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논의에서 기원한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왜 비트겐슈타인의 논
의에도 불구하고 드워킨이 규준의존적 개념을 내세우는 지를 밝히고자 한
다. 
  규준의존적 개념, 해석적 개념 등의 개념유형론을 제시하면서, 드워킨은 
언어철학적 작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쟁점은 해석적 쟁점의 성격
을 갖는다(1.). 이 쟁점을 해석적 쟁점으로 전환시킨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
는, 하트의 개방적 구조에 관한 논의가 언어경계선식의 옹호론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 여부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하트와 드워킨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별에 대해 그다지 차이
가 없음을 논증하려 한다(2.).

1. 의미론의 독침의 연원

  다음의 텍스트는 ‘의미론의 독침’ 논변이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았다
는 점을 보여준다. 드워킨은 예의범절과 같이 해석적이면서 규준의존적이
지 않은 개념에 대해 ‘정의적 성격’에 호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비트겐
슈타인을 언급한다.

예의범절이 변화와 적응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아주 다른 규칙을 갖는 

167) Joseph Raz, “Two Views of the Nature of the Theory of Law: A partial

Comparison”, 16면.

168) Jules L. Coleman·Ori Simchen, ""Law"", Legal Theory, vol.9, 2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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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공동체 사이에서 동일성을 갖는 제도로 존립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에 대한 철학자의 설명은, 그 관행의 모든 경우나 예에 공통되는 어떤 ‘정
의(定義)적 성격’에 호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제상 그러한 성격
이란 없기 때문이다. … 철학자의 설명은 역사적인 성격을 띨 것이다: 그 
관행은 - 잘 알려진 비트겐슈타인식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 아무도 전체의 
길이와 폭을 가늠하지 못하는 수많은 가닥으로 이루어진 밧줄과 같은 계속
성을 갖는 것이다.169)

  드워킨이 말한 ‘밧줄(rope)’의 비유는 비트겐슈타인의 <갈색책>에서 등
장한다. ‘모두에 공통된 하나의 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실 우리는 “비교하기”란 낱말에 대한 우리의 실제 사용은 그 낱말을 멀
리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하기에 이른 사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
다. 우리는 비교하기의 그 모든 경우들을 연결하는 것은 방대한 수의 겹치
는 유사점들임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점을 보자마자, 우리는 그것들 모두
에 공통적인 어떤 하나의 특징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느낌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배에 부두를 묶는 것은 하나의 밧줄이며, 밧
줄은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밧줄의 힘은 밧줄의 한끝에서 다른 끝까
지 관통하는 어떤 섬유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수의 섬유들
이 겹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170)

  단지 “방대한 수의 섬유들이 겹쳐져” 있을 뿐, 전체 밧줄을 관통하는 섬
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밧줄의 전체를 설명해주는 어떤 공통된 
무언가란 없다. <철학적 탐구>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실(Faden)의 비
유로 설명한다. 실은 섬유의 겹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체 실을 관통
하는 섬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유사성들을 “가족 유사성”이란 낱말에 의해서 말고는 더 잘 
특징지을 수 없다. … 왜 우리는 어떤 것을 “수”라고 부르는가? … 우리는 

169)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09면.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170) Ludwig Wittgenstein, 『청색책 · 갈색책』, 148-149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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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수 개념을 우리가 실을 자을 때 섬유에 섬유를 꼬아 만들 듯이 연
장한다. 그런데 실의 강도는 그 어떤 섬유 하나가 그 실의 전체 길이를 관
통해 지나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섬유들이 서로 겹침에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모든 형성물들에는 어떤 것이 
공통적이다, - 즉 이 모든 공통적인 것들의 선언(選言)이 그것이다”라고 말
하려고 한다면 - 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여기서 단지 말장난을 하고 있
을 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171)

  어떤 낱말에 존재하는 것이란 단지 중복되고 겹쳐진 유사성, 즉 가족유
사성뿐이다. 그러므로 대상 모두에게 공통된 속성을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
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비판한다. 어떤 개념, 어떤 낱말에 대해서 비트겐슈
타인은, 그저 다양한 것들이 겹쳐져서 형성된 산물이라는 말 외에는 답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미를 구체적 사례에서 찾지 않고, 공통된 
기준을 통해서 찾으려는 노력은 무익하다. 비트겐슈타인은 낱말을 탐구함
에 있어서 공통적 요소를 찾으려는 생각이 철학적 탐구를 방해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를 비트겐슈타인은 “특수한 경우에 대한 경멸적 태도”172)라고 
비판한다.

일반 용어의 의미에 관해 명료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의 적용들 모두에서 공
통적인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관념은 철학적 탐구에 족쇄를 채워 왔다. 왜
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철학자로 하여금 구
체적인 경우들을 - 그것들만이 그가 일반 용어의 용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 터인데도 - 무관한 것으로 기각하게 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가 “지식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물을 때, 그는 지식의 경우들을 열거
하는 것을 심지어 예비적인 대답으로서조차도 간주하지 않는다.173)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언어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공통된 요소나 정의
(定義)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한다.174)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정의가 없

171) Ludwig Wittgenstein, 『철학적 탐구』, 70-71면.

172) Ludwig Wittgenstein, 『청색책 · 갈색책』, 42면.

173) Ludwig Wittgenstein, 『청색책 · 갈색책』,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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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소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사용 규칙들에 관해 - 정의들 등등
에 관해 -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규칙들을 제시하라고 요구받
을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을 분명하게 한정 지
을 수 없다 ; 우리가 그것들의 진정한 정의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
들에는 진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있어야 한다고 상상하는 것은, 아
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 때마다 아이들이 엄밀한 규칙들에 따라서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175)

  의미론적 법이론이 오류인 이유는,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법의 근거에 
관한 사실적인 기준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미 있
는 성찰이나 논쟁은 불가능하다”176)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근거에 관한 공유되는 기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것 없이도 
우리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다. 그래서 드워킨은 법을 규
준의존적 개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의미론의 독
침의 논변이었고, 위의 비트겐슈타인 논의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의 논변에 철저히 따르자면, 드워킨의 규준의존적 
개념 자체가 거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의 논의는 해석적 개
념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개념에 대해 기준 같은 것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드워킨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
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
진다. 비트겐슈타인이, 의미가 개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

174) 물론 그리 강한 주장이 아닐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사용을 설명하기 위

해 반드시 기준적 설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오류임을 지적하고 있을 뿐

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낱말의 의미가

기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Margolis, Eric, “A reassessment of the shift from the classical theory of

concepts to prototype theory”, Cognition, vol.51, 1994, 73-89면 참조.
175) Ludwig Wittgenstein, 『청색책 · 갈색책』, 52-53면.

176)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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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드워킨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과 그밖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묘사를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하
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과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단어를 선
택한다는 것은 두 개의 분리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사용
한 말은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의미할 수 있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그가 이 말을 한 뜻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순전히 그가 말할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177)  

  <법의 제국>의 텍스트를 살피자면, 드워킨은 개개인들이 기준들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 기준은 일상언어의 구성요소는 
아닌 셈이다. 다만, ‘철학자’라는 객관적 제3자가 그 기준을 해명한다.

예컨대 우리는 모두 ‘원인’이라는 단어를 대충 비슷한 식으로 사용하지만 
- 우리 모두는 일단 관련 사실들을 알기만 하면, 어떤 물리적 현상이 다른 
물리적 현상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 우리 대다수는 이러한 판
단을 하는 데 사용한 기준을 전혀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도대체 우리가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이
러한 것들을 해명해주는 것은 철학의 몫이다. … 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
는 견해[의미론적 법이론]는 법의 개념도 그렇다고 본다. 우리는 모두 법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관한 진술들을 구성하고, 받아들이며, 거부하는 데 있어
서 동일한 사실적 기준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 법철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178)

  규준의존적 개념에서의 기준(criteria)은 화자 개개인의 머릿속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화자 개개인의 머릿속에 공유된 기준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그 개념이 잘 설명되기 때문에 그 기준의 존재가 ‘요청’되는 것

177)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444면.

178)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55면. (괄호 ‘[ ]’는 필자에 의한 것임.) 여기서

드워킨의 의도는, ‘원인’은 규준의존적 개념이지만, 의미론적 법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까지 규준의존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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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이다. 드워킨은 매우 기이하고 복잡한 관념론적 논리구성을 취하고 
있다.
  결국 ‘규준의존적 개념인지 여부’는 언어철학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라는 해석적 차원에 의해서 판
단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이 언어의 ‘사용법’ 자체를 설명
하려고 했다면, 드워킨이 말하는 개념유형론은 그러한 용법 자체가 아니
라, 그 용법에 대한 해석을 다룬 것이다. 

규준 의존적 개념, 자연종 개념, 해석적 개념 사이의 구별은 사람들이 개념
을 사용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에 의해 정당화되지만, 이러한 구별은 
사용법에 대한 해석이지 그 자체가 사용법의 일부는 아니다.179)

  드워킨은 객관적인 제3자의 존재를 가정하고, 그가 판단했을 때, 당사자
들의 언어사용을 어떻게 해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말한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이 쟁점은 일상적 언어사용을 다루는 언어철학적 쟁점이 아
니다. 드워킨에 따르면, 개념유형론이란 실제 사람들의 관념이 아니라 ‘철
학자’들의 관념이다.

사람들은 책, 사자,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여러 종류의 개념들
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개념이라는 개념, 더구
나 개념의 유형이라는 개념, 규준 의존적, 자연 종, 해석적 개념이라는 개
념 등을 지니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개념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철학자들의 관념으로서, 실행에서
는 인식되지 않지만 그 관행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는 역할에 의
해 정당화되는 것이다.180)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모든 개념은 해석적이다.”181) 드워킨이 책, 대
머리 등을 규준의존적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기준의 존재를 가정했을 

179) Ronald Dworkin, 『정의론』, 269-270면.

180) Ronald Dworkin, 『정의론』, 270면.

181)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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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개념이 가장 잘 이해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드워킨이 법을 
규준의존적 개념이 아니라 해석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기준의 존재를 
가정했을 때보다 가치의 차원을 동원했을 때 그 개념이 가장 잘 이해된다
는 이유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개념은 해석적이다. ‘대머리’라는 개념이 규준 의존적
인 동시에 모호하다는 것을 판정하려면 ‘대머리’에 관한 관행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규준 의존적인 동시에 모호하다는 것마저도 하나의 
해석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해석적 개념
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단지 그런 의미에서 해석적인 것이 아니며, 그 개념
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등장하는 관행들을 해석하고 있다고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된다고 하는 추가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182)

  여기서 드워킨의 개념분류에 있어서 동어반복적 성격이 드러난다. 규준
의존적 개념이 규준의존적 개념인 이유는 드워킨이 이를 규준의존적 개념
으로 바라보고자 하기 때문이고, 해석적 개념이 해석적 개념인 이유는 드
워킨이 이를 해석적 개념으로 바라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규준의존적 법개념과 해석적 법개념 사이의 충돌은 오로지 해석적인 쟁
점만을 갖는다. 의미론적 법이론이 법을 규준의존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이
유는, 법에 관한 적용기준을 최소한 중심사례에서 공유한다고 가정할 때 
법이 가장 잘 이해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의미론적 법이론은, (비록 하
트/콜먼의 입장은 아니지만) 정치적 목적 때문에 주장되는 견해다. 의미론
적 법이론은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법질서를 위해, 견해차이를 은폐하기 위
한 정치적 목적을 갖는다.

그 뜻은 판사들은 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따르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 
시민들은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 공무원
들은 그 규칙들에 기속된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말로 법이 무엇
인가에 견해차이가 있는 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182) Ronald Dworkin, 『정의론』,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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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증주의) 법철학자들은 살릴 수 있
는 한 살려보려고 한다. 그들은 지푸라기라고 잡으려고 한다. 판사들은 판
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현행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차이가 있는 것
처럼 가장하고 있을 뿐이며,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명확히 규정된 것의 
경계선상에 있는 논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 
법에 대한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주장한다.183)

  반면에 드워킨은 법의 논증적 특성을 통해 가치적 담론이 적극적으로 
도입됨으로써 법이 좀 더 도덕적으로 변화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법을 
해석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법을 규준의존적 개념으로 바라볼지, 해석적 개념으로 바라볼지의 문제
는 해석의 문제이며, 드워킨이 지칭하는 ‘철학’(정치철학)적인 문제다. 그
렇기 때문에 의미론적 법이론과 해석주의 법이론의 대결은 ‘철학적인 성
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논리는 바로 지금 설명한 논리이며, 그것은 바로 변
호사들과 판사들이 법의 근거에 관한 사실적인 기준들을 공유하지 않는다
면, 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성찰이나 논쟁은 불가능하다는 논거
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거와 대결해야 한다. 그것은 철학적인 논거이며, 따
라서 우리 계획의 다음 단계는 철학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184)

  드워킨이 말한 ‘다음 단계’란, 실증주의 법이론을 법해석에 관한 정치철
학적 견해로 변형시킨 뒤에185), 드워킨 자신의 법해석에 관한 정치철학적 
견해와 다퉈보는 것이다. 이 다툼이 드워킨 견해의 압승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애초에 의미론적 법이론이라는 묘사에서 확인되었듯이, 드
워킨이 말하는 실증주의 법이론은, 실제 법실증주의자들과는 무관한 가상
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183)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72면.

184) 같은 면.

185) 드워킨은 실증주의 법이론의 법해석에 관한 정치철학적 형태를 “관행주의

(conventionalism)”라고 명명했다.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73-221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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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것은,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이 과연 하트의 입장을 해석한 것으로
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2. 중심부와 주변부 구별

  드워킨이 하트의 이론을 규준의존적 법개념으로 묘사한 것은 언어철학
과 무관한 해석적인 주장이다. 하트의 법이론을 개념의 적용기준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론으로 이해할 때 그 이론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는 의미에서, 드워킨이 하트의 주장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검토할 남은 문제는 하트의 이론이 규준의존적 법개
념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점에 앞서서, 하트의 ‘중심부의 견해차이’와 드워킨의 ‘중심부의 견해
차이’가 동일한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
한 차이 때문에, ‘중심부의 견해차이’라는 개념을 하트와 드워킨은 각각 
그 의미를 다르게 쓸 수밖에 없다. 견해차이가 ‘범례’에 관한 불일치인 이
상, 하트의 중심부의 견해차이도 ‘범례’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견해차이가 
‘기준’에 관한 불일치인 이상, 드워킨의 중심부의 견해차이도 ‘기준’에 관
한 것이다.
  드워킨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예술의 중심부를 구성
하는 요소는 회화와 조소이고, 주변부를 구성하는 것이 사진임을 하트와 
드워킨이 모두 인정한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이 상태에서 ‘사진이 예술인
가’의 논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중심부의 견해차이’의 의미는 하트의 경
우와 드워킨의 경우 각각 다르게 파악된다.

한 그룹은 (다른 그룹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사진이야말로 예술형식의 중
요한 한 표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그룹은 예술의 본질적인 성격을 심
각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 그룹은 예술의 성질에 대한 모든 
타당한 이해에서 볼 때 사진은 예술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고, 사진기술은 
예술의 목적과 전혀 상이하다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쟁을, 경계선을 어디에다 그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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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옳지 않다. 이 논쟁은 적절히 이해된 예술이란 진정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일 것이다 ; 이 논쟁은 두 집단이 양측 모두 표준적인 것으로 인정하
는 예술형식들 - 회화와 조소 - 조차도 왜 그러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가에 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86)

  예술의 중심부 구성요소(회화와 조소)와 주변부 구성요소(사진)는 하트의 
경우나 드워킨의 경우나 마찬가지다. 드워킨에 따르면, 사진이 예술에 포
함되는지의 논쟁의 실질은, 회화와 조소를 포함한 예술 자체의 의미에 관
한 논쟁이다. 드워킨은 ‘회화와 조소를 포함한’ 예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는 점에서 ‘중심부의 견해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트가 중심부에 견해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는 ‘회화’의 경우와 ‘조소’의 경우에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논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위 사례에 있어서도, 한 그룹과 상대 그룹은 
회화와 조소가 예술의 전형적 사례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트의 용법에 따르면, 중심부의 견해차이는 없는 셈이다. 
  ‘예술이란 진정 무엇인가’가 논쟁이 붙었던 것은 중심부의 사례에서가 
아니라 주변부의 사례에서이다. 회화와 조소의 사례가 예술인지를 판별할 
때가 아니라, 사진이 예술인지를 판별할 때라는 주변부의 상황에서 회화와 
조소를 포함한 예술 전부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발생한 것일 뿐이다. 사람
들은 대부분 회화와 조소가 예술인지에 관해 치열하게 논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중심부의 사례에서 그다지 불일치하지 않다. ‘예술이란 무엇인
가’라는 질문이 진지하게 던져질 때는 회화와 조소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 
사진을 검토할 때다. 주변부에서 논쟁이 치열할 때는, 단지 법이 적용되는 
주변부뿐만 아니라 법 전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붙을 것이다. 그리고 
하트가 그 점을 배제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위 텍스트에서 드워킨이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이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를 논쟁한다고 설명했을 때, 이 설명은 하트와 무관한 묘사
다. 하트에게는, 사진이 예술에 포함되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다면 최종
결론과 관계없이 사진은 예술의 주변부일 뿐이다. 물론 사진이 예술인지가 

186)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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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더 이상 다툴 사안이 아니라면 ‘사진’이 ‘예술’이라는 낱말의 
경계선 안쪽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진이 ‘예술’이라는 언어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 이상, ‘사진이 예술인가’의 물음이 아무리 철학적으
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닐지라도 사진은 ‘예술’의 주변부일 뿐이다. 하트
에게 주변부의 논쟁은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의 논쟁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트와 드워킨 사이에서는 ‘중심부의 견해차이’라는 
개념의 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상의 견해차이는 없다. 하트의 중심
부와 주변부의 구별은 판결하기 쉬운 사안(easy case)와 어려운 사안
(hard case)의 구별일 뿐이다. 만약 드워킨이 하트가 용법대로 ‘중심부’를 
언급했다면, 드워킨도 마찬가지로 ‘중심부’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거의 없
다고 말할 것이다. 
   드워킨이 주장하는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에 따르더라도, 드워킨은 
판결하기 쉬운 사안에 있어서는 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뿐 아니라 판결하기 쉬운 
사건도 설명하고 정당화한다 ; 그것은 왜 그것들이 판결하기 쉬운지도 보
여준다. 캘리포니아에서 55마일의 속도 제한이 명확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어떤 적정한 해석도 그러한 결론을 내놓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에서 볼 때는 판결하기 쉬운 사건은 판결하
기 어려운 사건의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비판자의 비판은 
헤라클레스 자신이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다 : 답을 이미 알고 있을 때에는 
질문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187)

  그렇다면 판결하기 쉬운 사안인, 중심부의 사례에서 하트가 견해차이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볼 여지는 있는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장들
이 몇몇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트는 규칙의 명백한 적용대상이 되는 표준
적 사례의 경우 공무담당자들이 새로운 판단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87)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374면. (밑줄 표시는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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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방적 구조는 과연 사건마다 중요성이 다른 충돌하는 이익 사이에서 
상황에 비추어 균형을 취하는 법원이나 공무 담당자에 의하여 많은 것이 
발전되도록 남겨야 하는 행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법의 생명은 대부분 확정적인 규칙에 따라 공무 담당자와 사인의 
양자에 대한 지침으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가변적인 표준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사건마다 새로운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188)

  다음 구절이 더 결정적인데, 중심부를 구성하게 될 사례의 경우에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하트는 아무런 해석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그 사례
에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고 언급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계속 반복되어 익숙해진 간명한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용
어에 아무런 해석이 일어나지 않거나 <자동적인> 것같이 생각된다. 여기에
는 분류하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일반적인 합의가 있
다.(The plain case, where the general terms seem to need no 
interpretation and where the recognition of instances seems 
unproblematic or 'automatic', are only the familiar ones, 
constantly recurring in similar contexts, where there is general 
agreement in judgments as to the applicability of the classifying 
terms.)189)

  그러나 여기서의 ‘일반적인 합의(general agreement)’에서의 
‘agreement’가 말하는 의견의 일치는, 중심부 사례에서의 판단 일치일 뿐
이다. 이는 중심부 전체에 관한 의미기준상의 일치는 아니다.
  게다가 중심부에서도 견해차이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콜
먼은 “내용에 관한 불일치가 반드시 주변부(the "penumbra" case)에만 
유보된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190)라고 말한다. 법체계가 존재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승인율이 성립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에 대한 일

188) H.L.A. Hart, 『법의 개념』, 175면.

189) H.L.A. Hart, 『법의 개념』, 164면. 원문은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2nd Ed., Clarendon Press·Oxford, 1994, 126면.

190)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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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트가 개방적 구조에서 중심부에 견해 차
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실무의 언어적 현상에 대한 기술의 
결과일 뿐이다. 하트가 언어적 현상에 주목하여 법을 분석한 것은, 언어사
용이라는 관찰가능한 경험적 소여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개방적 구조 이론
은 결론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 법에서의 불일치가 언어적 차원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드워킨은 하트의 법이론의 배후에 견해차이를 은폐하기 위한 ‘철학’적 
목적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트의 법이론은, 드워킨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지 않다. 오해는 순전히, 하트의 이론이 사회
학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드워킨이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드
워킨의 이론대로 말하자면, 하트는 어디까지나 ‘전해석적 단계’에만 논의
를 집중시킨다. 그리고, 전해석적 단계를 다룰 때에는 드워킨도 하트와 유
사하게, 사회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법에서 견해차이가 수렴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의 요인들을 나열한다.

각 판사가 갖는 해석이론은 법실무 전체의 ‘존재이유’ - 정당화하는 목적
이나 목표 또는 원리 - 에 대한 판사 자신의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은 다른 판사의 신념과는 적어도 세세한 면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힘이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조화시켜 수렴
하게 해준다. 모든 사회는 법에 대한 모범례를 가지고 있다. … 더욱이 판
사는 법을 그 사회 속에서 생각하지 그 사회와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적 지적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반영하고 보호하는 공통의 언어는 판
사의 기행(奇行)에 대하여는 실천적 제약을 가하고, 판사의 상상력에 대하
여는 개념적 제약을 가한다. 나아가 공식 법학교육이 갖는 불가피한 보수
성, 그리고 판사직이나 행정직에 대한 법률가 충원절차도 구심력을 형성하
는 데 일조를 한다.191)

  드워킨이 나열하는 사회학적 요소들이, 중심부에서 견해차이가 거의 발
생하지 않게끔 한다. 법학 교육의 특성과 법률가 선발절차, 공통의 언어, 

191)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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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모범례 등이 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해준다. 하트가 “유사한 맥락에서 계속 반복되어 익숙해진 간명한 사례에
서는 일반적인 용어에 아무런 해석이 일어나지 않거나 <자동적인> 것같이 
생각된다.”라고 말할 때, 이는 사회적 사실의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차원
에서, 견해의 수렴이 발생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다음의 텍스트에서 보건대, 하트는 (문언이나 개념적 기준에 입각하여) 
법해석이라는 작업이, 모두가 마찬가지로 도달할 수 있는 논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논리는 문언의 해석 여하를 지시하지(prescribe) 않는다; 논리는 어떠한 표
현에 대해서든 어리석은 해석도 理智的인(intelligent) 해석도 명하지
(dictates) 않는다. 논리는 다만 만약 어떤 문언에 대해 어떤 해석을 부여
한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고 가설적으로(hypothetically) 일러줄 뿐이
다. 논리는 개별사안들을 어떻게 분류할지(how to classify particulars)에 
관하여 침묵한다―그런데 그것[=개별사안들의 분류]이야말로 사법적 판단의 
핵심이다.192)

  하트가 중심부에서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은, 견해차이가 완전히 배
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견해차이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
는 영역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별에 있어서 하트와 드워킨은 결론적인 측면에 있
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표준적 사례에서 견해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
는다는 점에 있어서 하트와 드워킨은 일치한다. 반면에 주변부의 사안에 
있어서는 중심부를 포함한 법 자체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하트의 견해는 그러한 논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다.
 
  2절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드워킨의 하트에 대한 비판은 언어철학적
인 성격을 갖는 주장이 아니라, 해석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하트의 법의 

192) H.L.A. Hart(이동민 옮김), “실증주의와 법과 도덕 분리론”,『공익과 인권』, 제

5권 1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178-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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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구조에는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별은 단지 easy case와 hard case의 구별일 뿐이다. 중심부 
사례에서 견해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하트의 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드워킨의 말을 인용하자면, “답을 이미 알고 있을 때에는 질문을 할 필요
는 없는 것이다.”
  
  4장에서 살펴본 바, 드워킨이 말한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은 하트의 법
의 개방적 구조 이론을 겨냥한 이론이다. 이 쟁점은 언어철학적 쟁점으로 
파악되곤 했으나, 드워킨의 <정의론>의 텍스트로 검토하자면, 이 쟁점은 
해석적 쟁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트의 개방적 구조 논의가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의 여부가 최종 쟁점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고, 말에 얽힌 오해들을 풀자면, 중
심부와 주변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드워킨과 하트 사이에 실질적인 견
해대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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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와 이론적 
견해차이

  승인율과 개방적 구조론에 관한 견해대립을 소거시키더라도, 여전히 콜
먼이 말한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와 드워킨이 말한 이론적 견해
차이 간에는 다음의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콜먼이 말한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는 공무담당자들 간의 
견해차이다. 반면에 드워킨이 말한 이론적 견해차이에서는 견해차이의 주
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담당자가 아닌 일반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 견해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차이가 나게 된다.
  둘째, 콜먼이 말한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는 법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즉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의 성격을 띤다. 반면에 드워킨이 말
한 이론적 견해차이는 ‘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견해차이다. 그렇다면 공
무담당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견해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차이
가 나게 된다. 
  두 개의 차이점을 1절에서, 그 함의를 2절에서 밝히고자 한다.

제1절. 실제적인 차이

1. 공무담당자가 아닌 일반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

  콜먼이 말한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의 주체는 공무담당자
(officials)나 판사들(judges)이다.193) 반면에 <법의 제국>에서 드워킨이 말
한 이론적 견해차이의 주체에는 판사 외에도 변호사(lawyers)들도 포함된
다.194) 또한 <규칙의 모델2>의 다음의 텍스트에서 미루어 볼 때 드워킨은 

193) Jules L. Coleman, “Negative and Positive Positivism”, 156면.

194) Ronald Dworkin, Law's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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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를 포함한 일반인들도 이론적 견해차이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누구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갖지 않도록 제도를 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아무도 그
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 강한 버전의 사회적 규
칙이론은 그가 그런 논변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은 그가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그가 말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만 그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195)

  드워킨에 따르면, 채식주의자가 “먹을 것을 위해서 동물들을 죽일 권리
가 없다”라고 말할 때, ‘강한 버전의 사회적 규칙이론’에 따르자면, 그 주
장은 그러한 내용의 규칙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게 된다고 말한다.196) 드워킨은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드워킨은 이론적 견해차이의 주체를 공동체 구성원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담당자가 아닌 자들은 유권해석권한이 없다. 유권기관은 구
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기타 법학자나 일반시민은 그저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197) 드워킨도 이를 인정한
다. <법의 제국>을 마치면서 한 언급에서도, 드워킨은 “판사가 최종적으로 

195)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139면.

196)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138면.

197) 켈젠은 유권해석과 무권해석의 구별을 강조한다. “서로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

는 두 가지 종류의 해석이 존재한다. 법적용기관에 의한 법해석과 법기관이 아닌

사인(私人), 특히 법학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해석이 그것이다”(Hans Kelsen(변종

필·최희수 옮김), 『순수법학』, 길안사, 1999, 514면.) 켈젠이 유권해석의 특수성

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권기관의 해석

은 법창조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법학에 의한 법해석은 비유권해석이라는 점

에서 법기관에 의한 해석과 가장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것은 법규범의 의

미를 순수하게 인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법기관에 의한 해석과는 달리 그

것은 법창조가 아니다. … 법학적 해석은 법규범의 가능한 의미들을 제시하는 것

에 다름아니다. 그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법학적 해석은 그것에 의해 밝혀진

여러 가능성 가운데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으며, 법질서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법기관에게 그 결정을 위임해야 한다.”(Hans Kelsen, 『순

수법학』, 5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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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법의 제국은 영토나 권한이나 절차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의해서 정의된다. 우리는 그 태도를 연구하기에 좋은 상고 법원을 주대상
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그렇지만 그 태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확
산되어야만 법정에서도 우리에게 잘 봉사할 수 있다. 그것은 가장 넓은 의
미의 정치에 대한 해석적, 성찰적 태도이다. 각 시민에게 자기의 사회가 가
진 원리의 공적 다짐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러한 다짐이 새로운 상황에
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상상할 의무를 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프로테스탄
트적 태도인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갖는 회고적 심판적 성격에 의해서, 그
리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판단
이 최선의 판단은 아니라는 규제적 상정에 의해서도 법의 프로테스탄트적 
성격은 확인되며, 개인적 판단의 창조적 역할은 인정되는 것이다.198)

  사인들의 판단에도 역할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결국 법원과 법정을 돕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에 그친다. 프로테스탄트적 태도가 실행될지 여부는 궁
극적으로 판사의 태도에 달려있다. 또한 드워킨 자신도 법이론을 ‘판사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우리는 판사의 관점에서 형식적 법적 논증을 연구할 것인데 그 이유는 판
사들만이 중요하거나 판사들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만 그 모든 것을 이해
하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주장에 관한 판사의 논증이야말로 법실무
의 핵심인 주장(명제)정립적 측면을 탐구하기 위한 훌륭한 모범례
(paradigm)가 되기 때문이다. 시민과 정치가들 그리고 법학교수들도 법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고민하고 논증하며, 판사의 논의가 아니라 그들의 논의
를 우리의 모범례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판사가 하는 논의의 구조
야말로 전형적으로 더 명시적이며, 판사의 추론이야말로 다른 형식의 법적 
논의에 대하여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역은 완전히 성립하지는 않는
다.199)

198)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574-575면. (밑줄 표시는 필자에 의한 것임.)

199)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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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추론이 다른 법적 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판사
가 유권적 법해석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해석을 법이론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드워킨의 법이론의 최고 정점에는 늘 법관과 같은 공무담
당자가 자리잡고 있다. 드워킨의 법철학이란 법실무의 논증을 구성하는 도
덕철학과 정치철학이라 할 수 있는데, 드워킨은 법률가들과 판사들을 진정
한 철학자로 본다. “법률가들과 판사들은 민주국가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
치철학자인 것이다.”200) 왜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철학자들인지는 유권
해석기관으로서의 직함이 말해줄 것이다.
  심지어는 드워킨 자신의 법이론보다 유권적 결정이 우선이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를 다룰 때에도 드워킨은 자신의 논의는 그저 가능한 해석들
을 제시할 뿐이라고 언급한다. 드워킨 자신의 이론적 논의에는 법적 구속
력이 없으며, 최종적인 결론은 법원과 정부의 몫이라고 명시한다.

앞에서 재빨리 훑어본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는 법적 분석이 
아니다. 헌법적 권리의 집행이라는 임무를 띤 법원이 담당해야 하는 어려
운 사건들을 대면하고 있지 않다. 상급 법원들은 하급 법원이나 정부의 다
른 부서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직된 선들
을 그어야 한다. 나는 여기에서 단지 자유의 개념관에 대해 이 저명한 권
리를 옹호하고 한정하기 위해 필요한 논변들의 서로 다른 차원들을 보여주
려는 것뿐이다.201)

  채식주의자가 “먹을 것을 위해 동물들을 죽일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때, 드워킨의 입장에서는 이를 ‘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론적 견해차
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콜먼처럼 견해차이의 주체를 공무담당자로 
놓을 경우 이 주장은 ‘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법이 무
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차이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결정
을 내리는 공무담당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이론에 따르더라도 마찬가

200) Ronald Dworkin, 『정의론』, 638면.

201) Ronald Dworkin, 『정의론』, 5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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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드워킨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지닌 정부와 법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권한이 없는 채식주의자의 주장은 
제도가 그와 같은 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함의만을 지닐 것이기 때문
이다.202)

  그렇다면 공무담당자가 아닌 일반인의 견해차이의 경우에, 공무담당자의 
관점에서 그 견해차이를 해석하자면, 콜먼의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
이와, 드워킨의 이론적 견해차이 사이에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드워킨도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유권해석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의미로 접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공무담당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

  공무담당자가 견해차이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 물
론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법의 내용에 관한 논쟁들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론적 견해차이 자체를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견해차이를 
묘사함에 있어서, 이를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라고 묘사하는 것
은 ‘이론적 견해차이’라는 명칭에 비해 최종 판결결과에만 주목하는 묘사
다.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승인율이 아직 
최종 결정을 법으로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종 
결정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의 논의가 된다.
  곧 이는 법창조적 요소를 얼마나 긍정할지의 다툼이다. 하트는 동일한 
사례의 결정이 아닌 이상, 유사한 사례에서의 결정이라도(비록 이를 ‘법창
조’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선택이라는 의지적 계기를 완전히 부정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 하트/콜먼의 법이론이 드워킨의 법이론에 비해 법에 관한 사인의 견해차이에

대하여 관심을 적게 갖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먹을 것을 위해 동물들을

죽일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채식주의자가 유권해석기관을 구성하는 공무담

당자가 아닌 경우에 현행법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일 뿐이고, 법을 기술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채식주의자가 주장하는 규칙을 액면가치대로 받아

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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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언어는 이제 유권적 실례, 즉 간명한 사례로 구성된 실례만을 표시
해 내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규칙의 언어는 선례보다 더 영구적이고 더 
밀접한 주의를 요구하는 특징들을 제한하지만 선례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
될지 모른다. 공원에서 탈것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대답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사례가 간명한 사례와 <관련된> 측면에서 
<충분히> 유사한지 여부를 (선례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고려하
는 것뿐이다. 따라서 언어에 의하여 그에게 남겨진 재량은 매우 광범위할
지 모른다. 그래서 만일 그가 규칙을 적용한다면 그것이 비록 자의적이거
나 불합리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결론은 실제로 하나의 선택이 된다. 그는 
일련의 사례들에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는 선택을 하는 셈인데 왜냐하면 그 
유사성이 법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충분히 밀접한 것이라고 상당히 옹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203)

  유사한 사례에서의 결정일지라도 일련의 사례에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
는 것이고, 이는 논리적 귀결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다. 하트는 <영국인
의 눈으로 본 미국 법리학: 악몽과 고상한 꿈>이라는 논문에서 판사의 법
창조를 완전히 거부하는 이론들을 ‘고상한 꿈(the Noble Dream)’이라고 
분류하고, 그 고상한 꿈의 현대적 버전이 드워킨이라고 비판한다.204) 드워
킨은 개별 법해석에 선재하는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205), 판사가 법을 만
들어낸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다.
  반면에 (특히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hard case)의 경우) 하트는 재량행
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를 ‘법이 무엇이어야 

203) H.L.A. Hart, 『법의 개념』, 165-166면.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204) H.L.A.Hart “American Jurisprudence through English Eyes: The Nightmare

and the Noble Dream” in 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Clarendon
Press, 1983, 137-140면.

205) 하트는 드워킨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아무리

사건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일지라도(however hard the case), 판사는 법이 무

엇이어야 하는가(what the law shall be)를 결정하지 않는다; 비록 판사가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판사는 결정 이전에 그가 믿고있는 법이 무엇인가(what he

believes is the law)를 말하는데 국한된다.”(H.L.A.Hart “American Jurisprudence

through English Eyes: The Nightmare and the Noble Dream”,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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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의 논의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드워킨이 실증주의를 겨냥하여 ‘명
백한 사실설’이라고 묘사한 다음의 텍스트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학술이론으로서의 명백한 사실설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은 
법을 변경하는 것이지,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사는 재량을 행사함으로써 법이 침묵하는 부분을 보충하고, 
모호한 경우에는 더 명확히 함으로써 신법을 제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
안은 없다고 말한다.206)

  ‘법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이론적 견해차이의 문제를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논의로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론적 견해차이의 존재를 배격한다
고 드워킨은 ‘명백한 사실설’로서의 실증주의 이론을 비판한다.

저자는 이 장의 모두(冒頭)에서 이른바 법에 관한 ‘명백한 사실설’을 설명
한 바 있다. 법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합당한 견해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법기관들이 과거에 실제로 정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경험적 
견해차이이고, 저자가 이론적 견해차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로 이
해해야 한다는 것이다.207)

  위의 드워킨의 설명은 공무담당자의 경우에는 실증주의 법이론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실증주의 법이론에서 보자면, ‘무엇이 법이
어야 하는가’의 논의가 이뤄진다고 기술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증주
의 이론이 ‘구체적 사안에서 법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려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증주의 이론은 이를 현행법 자체에 대한 사실적 
설명이라기보다는, 바람직한 해석이 무엇인가라는 법개정의 성질을 띠는 
논의로 바라본다. ‘법이 무엇인가’와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나누는 
것이다. 표현형식상으로는 판사들이 법을 논의하면서 그들이 ‘법이 무엇인
가’를 논의를 하였더라도, 하트의 실증주의는 이를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

206)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24면.

207)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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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파악하게 된다. 
  실증주의 법이론은 ‘이론적 견해차이’를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로 이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드워킨은 “우리의 법철학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론적 견해차이에 관해서 수긍할 만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208)라고 
평가한다. 드워킨의 실증주의 이론을 겨냥한 다음의 묘사(명백한 사실설에 
대한 묘사)는 일응 타당한 묘사다.

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론적 견해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what it is should be)에 관하여 견해차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견해차이는 사실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와 법에 대한 충성의 문제인 것(over issues of morality 
and fidelity, now law)209)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실증주의 법이론은 
공무담당자들 간의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를 ‘법이 무엇인가’의 
견해차이가 아니라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바라본다. 현행법
과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전자는 법이고 후자는 
도덕의 문제가 된다. 실증주의 이론은 법해석이 도덕적으로 부당하게 이뤄
질 가능성도 열어두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석 자체를 법의 문제라고 단언
하지 않는다.
  그러나 드워킨에 따르더라도 ‘법이 무엇인가’와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
가’에 대해 기능적으로 상응하는 구별은 존재해야만 한다. 이론적 견해차
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
한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법과 바람직하게 앞으로 
만들어질 법 사이에 구별이 존재해야 한다. 드워킨은 전자도 법이고 후자
도 법이라고 칭하겠지만 두 개는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된다. <정의론>에
서 전자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이고 후자는 ‘제대로 이해된 법’이다.

208)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21면.

209)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22면. 원문은 Ronald Dworkin, Law's
Empire,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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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러므로 해석의 격자 내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을 우리의 정
의감이 허락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법을 도
덕과 타협시켜야 해서가 아니다. 제대로 이해된 법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
기 때문이다.210)

  <법의 제국>에서 전자는 ‘불순하고 덜 고상한 현재의 법’이고 후자는 
‘더 고상한 법’이다.

감성이 풍부한 법률가들은 해묵은 문구 하나를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법은 자기정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동일한 하나의 법체
계의 두 형태 또는 두 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불순하고 덜 고상한 현재의 
법 속에 더 고상한 법이 잠재하고 있어서, 분명히 곡절과 부침이 있고, 궁
극적으로 완전한 순수함에 이르지는 않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앞의 시
대보다는 뒤의 시대가 낫게, 법 자체의 더 순수한 여망에 맞게 점차적으로 
변개한다는 것이다.211)

  그렇다면 드워킨이 대법원 판사들이 ‘법이 무엇인가’에 관해 이론적 견
해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때, 그 견해차이는 둘을 나누어서 보자면, ‘불순
하고 덜 고상한 현재의 법’212)에 관한 사실적 견해차이가 아니다. 이는 
‘더 고상한 법’이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한 도덕적 견해차이다. 표현형식 
상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는 실증주의 이론이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논의라고 이해하는 것과 

210) Ronald Dworkin, 『정의론』, 639면.

211)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557면.

212) 드워킨은 해석적으로 옳지 않은 법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헤

라클레스 판사(드워킨이 가정한 이상적인 판사)가 어떤 법을 ‘실수’로 치부하더라

도 그 구속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헤라클레스]는 먼저 어떤 제도적 사건의

특수한 권위 - 제도적 행위로서 바로 그것이 기술하는 특별한 제도적 결과를 야

기하는 그것의 능력 - 와 그것의 인력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그가 어떤 사건을

하나의 실수로 분류할 경우, 그는 그것의 특수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인력을 부정한다.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254면. ([ ]는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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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르지 않다.
  드워킨이 말하는 ‘더 고상한 법’은 적어도 현재의 법은 아니다. 그러므
로 이 논쟁은 실질적으로 결국 ‘더 고상한 법’도 법으로 부를지에 대한 표
현 형식상의 차이, 즉 ‘법’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
시킬지에 관한 대립이다.213)

  ‘더 고상한 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견해차이가 이론적 견해차이이고, 실
증주의 이론은 이를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는 
콜먼의 언어사용법에 따르자면,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다. 콜먼은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는 법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것이다. 
콜먼은 만약 드워킨이 자신의 이론을 법의 수정이나 개정에 관한 이론이
라고 말했다면 크게 비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법의 내용에 관한 드워킨의 이론을, 법이 수정될 필요가 있을 
때 판사가 법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수정(revise)해야 하는지(그리고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관한 이론으로 본다면, … 그렇다면 이는 완벽히 매력적이고 
타당한 이론(a perfectly attractive and sensible theory)이다.214)

  아마도 콜먼이 이론적 견해차이를 법개정이나 법의 수정에 관한 논의로 
바라보는 까닭은, ‘바람직한 법’이 담고 있을 도덕적 가치에 대해 우리가 
사실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워킨은 바람직한 법해석이 법개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거
부한다. 실증주의 법이론가들과는 달리, 드워킨은 ‘더 고상한 법’이 객관적

213) 브라이언 라이터는 드워킨이 말한 이론적 견해차이를 표현 형식을 실증주의 이

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차이점을 인정한다. “실증주의 이론은 이론적

견해차이를 다음과 같은 정밀한 의미에서 설명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실증주의

이론은 견해차이의 “액면 가치(Face Value)라고 내가 명명한 성격을 설명하는 데

에 실패한다. 즉, 판사들이 글과 출판에서 의견들을 실제로 어떻게 말했는지의 액

면 가치대로 받아들일 때 판사들의 논쟁이 어떻게 보일지를 설명하는 데에 실패

한다. 판사들은 법을 고정하는 기준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불일치하면서도 마치

법이 무엇인지(what the law is)에 관하여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글을 쓰기 때

문이다.”(Brian Leiter, "Explaining Theoretical Disagree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76, 2009, 1223면.

214) Jules L.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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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이 두 진영 간의 궁극적인 차이다. 이 문
제점을 2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제2절. 가치의 객관성 문제

  <규칙의 모델1>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하트의 법이론은 원리를 해석의 
문제로 보지만 원리 그 자체를 현행법의 구성요소로 파악하지 않는다. 물
론 원리의 출발점이 되는 규준은 현행법의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해석결과
가 법으로 결정되기 전의 해석과정의 단계에서는 원리의 문제는 현행법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된다. 반면 드워킨은 원리를 해
석의 문제로 보면서 또한 그 자체를 현행법의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핵심
적인 차이는 원리의 가치적 요소를 객관적인 법의 구성요소로서 받아들일
지의 여부다.
  <법의 제국>에서 보면, ‘더 고상한 법’은 현재의 법은 아니지만, 이 법
은 현재의 법에 대한 해석적인 구성물이다. <정의론>에서도 ‘제대로 이해
된 법’은 현행법 그 자체는 아니다. 결국 이를 법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핵
심적인 차이가 된다. 즉, 현재의 법에 대한 해석 결과에 드러난 가치들을 
객관적인 법으로 받아들일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결국 쟁점은 가치의 객관성 문제로 귀결된다. 전해석적 단계가 아닌 해
석적 단계의 가치를 객관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면, 하트보다는 드워킨의 
견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질 것이다. 반면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면, 드워킨의 견해의 설득력은 낮아질 것이다.

1. 가치의 형이상학적 독립성

  드워킨은 사실과 가치를 구별하고, 또한 가치의 차원에 독립성을 부여하
려 한다. 이를 위해 드워킨은 <정의론>에서 ‘흄의 원리’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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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세계의 상태에 대해 아무리 방
대한 양의 경험적 발견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와 같은 발견은 (그것이 역사
의 과정을 드러내든 물질의 궁극적 본성 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진리를 드
러내든) 당위(what ought to be)에 대한 추가적인 전제나 상정 없이는 당
위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정립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흄의 원리(나는 그러한 일반적 주장을 ‘흄의 원리’라 부를 것이다.)는 
극도의 회의주의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 내가 1부에서 
주장하겠지만, 그의 원리는 실은 정반대 결론을 낳는다. 그의 원리는 철학
적 회의주의를 붕괴시킨다. … 제대로 이해하자면 흄의 원리는 도덕적 진
리에 대한 회의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유한 탐구 기준과 
정당화 기준을 갖춘 별개의 지식 부문으로서 도덕의 독립성을 지지한
다.215)

  흄의 원리는 본래 존재로부터 당위를 함부로 연역하지 말라는 소극적 
요청이었다. 그런데 드워킨은 흄216), 그리고 칸트217)의 논의를 가치의 차

215) Ronald Dworkin, 『정의론』, 55면.

216) 드워킨의 구성한 ‘흄의 원리’가 과연 흄의 철학을 정확히 나타내는지는 의문이

다. 흄의 존재/당위 구분은 존재로부터 당위를 함부로 연역하지 말라는 올바른

사실탐구를 위한 금기를 제시한 것이지, 과연 당위의 차원을 별도로 확정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흄은 물질/정신 이분법을 부정한다. “우리가

경험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정신에 대한 권위의 영역을 정확히 한정하기란 분

명히 불가능하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측면에서 정신 작용은 물질 작용과 동일하

다. 우리는 물질과 정신작용의 항상적 결부만 지각할 뿐이며, 그 이상은 추론할

수 없다.”(David Hume(김성숙 옮김), 『인간이란 무엇인가』, 동서문화사, 2009,

183면.) 더 결정적인 것은 학문적 접근에 있어서 완전한 이원론적 분할을 부정한

다는 점이다. 흄은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흄은 후자의 영

역에 있어서도 경험에 바탕을 두고 관찰과 실험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을 강조했다.(David Hume, 『인간이란 무엇인가』, 13-16면.) 하지만 드워킨은

자신의 논변이 흄의 이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이 없다. “흄의 원리에 대한 나의 기술과 활용이 흄의 논변을 잘못 해석한 것인

지 혹은 흄 스스로도 그의 원리를 침해했는지의 문제는 나의 논변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Ronald Dworkin, 『정의론』, 652면(미주).)

217) 드워킨은 칸트의 예지계 논의로부터 가치의 독립성 영역에 대한 설명을 도출한

다. 그런데 칸트는 “대상들을 현상체들과 예지체들로 분류하고, 세계를 감성세계

와 예지세계로 구분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는 전혀 허용될 수 없

다.”(Immanuel Kant(백종현 옮김), 『순수이성비판1』, 아카넷, 2006, 492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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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적극적으로 확정하려는 목적에 차용한다.
  드워킨은 가치의 객관성을 옹호한다. 심지어는 아무도 잘못됐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 없어도 잘못된 행위는 객관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주장
한다. 

이제 나는 내가 옹호하는 견해, 즉 가치의 형이상학적 독립성을 요약하고
자 한다. 철학적으로는 가장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이 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 가령 재미 삼아 아기를 고문하는 행위는 단지 사
람들이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 아니라, 그 자
체로 익숙하게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일상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여겨져 왔
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문제의 행위는 여전히 잘못된 행위가 틀림없으리라.218)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는, 드워킨이 가치의 객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이다. 물론 도덕적 논쟁과 논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논증행위가 있다고 해서 도덕이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
은 아니다. 그러므로 드워킨은 가치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
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드워킨은 세 가지 난점에 빠진다. 첫째, ‘수
반’개념으로서 가치의 존재적 지위를 구상하려고 하지만, 결국 드워킨이 
의존하는 것은 가치의 형이상학적 독립성이라는 증명불가능한 전제일 뿐
이다(a). 둘째, 결국 가치를 직접 증명할 수 없는 이상 논증의 연쇄만이 
드워킨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는 무한소급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b). 다만 이 문제는 1인칭적 관점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셋째, 1
인칭적 관점에서는 무한소급을 차단할 수 있었지만, 타자에 대한 설득에 

하면서 예지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 바 있다. 드워킨

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논지의 성격상 우리는 예지계의 세상의 성질을 발견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는 자율성과 도덕성이 가능한 자유로움이 우리

에게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가정해야만 한다.”(Ronald Dworkin, 『정의론』,

421면.) 즉, 칸트의 예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드워킨이 말하는 해석이나 도덕의

영역은 사실적으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형이상학적인 담론이다.

218) Ronald Dworkin, 『정의론』,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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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순환논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드워킨은 순환논증을 긍정한다
(c).

a) 가치의 수반과 형이상학적 독립성
  이에 관하여 <정의론>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수반
(supervenience)’으로 보인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실제로는 불공평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똑같
고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공평한 대안의 세계를 만들거나 상상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도덕적 성질은 보통의 사실들 위에 
‘수반(supervene)’된다고 말할 때의 의미이다(That is what philosophers 
mean who say that moral attributes “supervene” on ordinary 
facts). 도덕적 성질은 그 성질을 요구하는 사례를 구성하는 보통의 사실들
을 변경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219)

4장에서 인과 영향 가설에 반대하는 논변을 전개하던 중 나는 철학자의 용
어를 하나 사용하여, 도덕적 속성들이 평범한 속성들에 ‘수반된다’고 말했
다(I used a philosopher’s term: I said that moral properties 
“supervene” on ordinary properties).220)

  심리철학 맥락에서 ‘심신 수반’의 개념은 “물리적 차이가 없이는 심적 
차이가 없다”221)라는 명제로 표현된다(그리고 그 역(逆)은 참이 아니다). 
그렇다면 드워킨이 말하는 ‘수반’의 개념을 “사실의 차이가 없이는 도덕적 
성질의 차이가 없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드워킨이 제시한 예
에 따르면, 어떤 사회 내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도덕적으로 불공평하다
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내용 자체가 변경되거나 그 제도에 관한 사회
조건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갑자기 도덕적으로 공

219) Ronald Dworkin, 『정의론』, 131면. 원문은 Dworkin, Justice for Hedgehogs,
73면.

220) Ronald Dworkin, 『정의론』, 189면. 원문은 Dworkin, Justice for Hedgehogs,
114면.

221) 김재권(하종호․김선희 옮김), 『심리철학』, 철학과현실사, 199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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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한 제도로 바뀔 수는 없다.
  그런데 가치가 사실에 수반한다면, 가치는 사실과 별도로 실존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 세계에서는 오직 (물
리적)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치의 형이상학적 독립성
(metaphysical independence of value)”222)이라는 드워킨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과 가치의 구별은 형이상학적인 구별이다. 가치는 오직 
형이상학적 차원에서만 존재한다. 즉, 가치는 사실과 별도로 실존하지 않
는다. 결국 수반 개념은 가치의 객관적 증명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
지 못한다. 

b) 무한소급
  결국 ‘도덕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치 판단들은 있는 그
대로 참일 수 없기 때문에, 가치 판단들이 참인 것은 오직 어떤 논거에 의
해서만 가능하다.”223) 하지만 여기서 무한소급의 문제가 등장한다. 가치적 
주장은 논거를 필요로 하고, 그 논거는 2차 논거를 필요로 하고, 또 다른 
논거는 3차 논거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무한소급에 빠진다. 그렇다면 
“도덕적 정당화가 더는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언
제란 말인가?”224) 이에 대한 드워킨의 답은 다음과 같다.

만약 논변이 논변 자신에 부응하는 때가 오기는 한다면, 논변이 끝나는 것
은 그때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앞서 사용했던 은유를 부연 설명해 볼 
수 있겠다. 당신이 만약 자신의 모든 도덕 신념들을 조직화해서 당신의 의
지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이상적이고 실효성 있는 필터로 만든다면, 그 신
념들은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하는 원칙들 및 생각들의 광범한 체계를 
형성할 것이다. 당신이 그 네트워크의 어느 한 부분을 옹호하고자 한다면 
이는 여타의 어떤 부분을 인용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면 결국 당신은 모든 부분들을 각각 여타의 부분들에 의거하여 정
당화해 낸 셈이 된다. … 어떤 도덕적 판단이 참이라면 언제나 그 진리성

222) Ronald Dworkin, 『정의론』, 40면.

223) Ronald Dworkin, 『정의론』, 193면.

224) Ronald Dworkin, 『정의론』,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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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한하게 많은 여타 도덕적 판단들의 진리성 속에 있다.225)

  논변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덕적 신념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조직화되고 
어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즉, “신념의 네트워크(network of 
conviction)”226)가 얻어진다. 누구나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드워킨은 도덕적 진리를 ‘언제나 인간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도덕에 관한 진리는 최선의 논거에서 제시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
에, … 도덕적 진리는 언제나 인간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반면에 
과학적 진리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227)

  ‘신념의 네트워크’는 가치총화론(value holism)228), 즉 가치의 통일성
(unity of value)을 전제로 한다. 모든 가치들은 신념의 네트워크 내부에
서 맞물려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가치총화론이며, 이것이 <정의론
(Justice for Hedgehogs)>의 핵심을 이루는 “고슴도치의 신조(the 
hedgehog’s faith)”다. 무한소급의 문제는 적어도 개인 내적 차원에서는 
이론적으로 해결된 셈이다.

c)순환논리
  하지만 개인 내적인 차원을 벗어나게 되면, 무한소급의 문제는 부활한
다. 즉, 타자에 대한 설득 문제다. 특히나 개개인들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판이하게 다를 때 우리는 가치의 설득이 가능한지에 관해 의심을 품게 된

225) 같은 면.

226) Ronald Dworkin, 『정의론』, 195면.

227) Ronald Dworkin, 『정의론』, 204면.

228) 이는 해석 영역의 설명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과학/해석 이분법에도 불구하

고 가치총화론과 거의 흡사한 설명이 과학의 영역인 ‘통합된 인식론’에서도 등장

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통합된 인식론이 필요하다. 즉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엇이 참인지를 가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과학적 방법론은 광학과 생물학에 대한 믿음이 참이라고 전제하는데 그 광

학과 생물학은 다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추인된다. 지적 구조 전체가 서로 부

합하고 같이 서 있다.”(Ronald Dworkin, 『정의론』,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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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층, 시대, 문화권 등에 따라 개개인들은 완전히 충돌하는 가치관들
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드워킨이 가치총화론를 유지하려면, 완전히 충
돌하는 가치들조차도 조화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신념의 네트워크에 부합하는 그 확신을 타자에게 납득시
킬 수 있는가? 드워킨은 가치관의 충돌 내지 의견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드워킨은 나와는 급격하게 다른 도덕적 의견을 소유한 자에게는 
도덕적 논변의 참/거짓을 증명해보일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책임성 있
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만약 나와 급격하게 다른 도덕 의견을 지닌 누군가를 대면한
다면, 그가 이성적이라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나 논변을 내가 가
지고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의견이 참이고 그의 의견은 
거짓임을 증명해 보일 수 없다. / 그러나 나는 가끔 더 중요한 것을 그에
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납득시킬 수도 있다. 즉 내가 내 견해에 도달하고 
이에 따라 행하면서 책임 있게 행동했다는 것이다.229)

  (드워킨에 따르자면 ‘덜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자신의 도덕적 판단이 
참이라는 점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책임 있게 행
동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확신한
다’,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일 뿐이다. 신념의 네트워크를 열심히 구성하
려 노력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신념’을 밝힌 것이지 진정한 설득은 아니다.
  드워킨은 가치로 가치를 입증하는 순환논리에 빠진다. 왜냐하면 사실과 
가치의 차원이 엄밀하게 분할된 까닭에 신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모두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워킨은 여기서 순환논리를 불가피한 것
이라며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려 시도한다.

우리는 언제나 일종의 순환 논리를 범한다(We are always guilty of a 

229) Ronald Dworkin, 『정의론』,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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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of circularity). 내가 지닌 도덕 신념의 정확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도덕 신념을 동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230)

  신념으로 신념을 증명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신념으로 소급하게 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신념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종종 자기 
자신조차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가 책임감 있
게 도덕적 논변을 이뤄냈다고 해서 스스로 어떤 진실에 도달했다는 확신
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속에서는 불안감이 생겨난다. 
즉, 논변들의 체계가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책
임성과 정확성은 구별되기 때문이다.231) 
  드워킨도 “진실과 책임 간의 거리”를 언급한다. 그러면서도 ‘진실과 책
임 간의 거리’로부터 발생하는 우리 마음의 ‘불안감’에 대해서, 오히려 드
워킨은 이를 ‘무책임’이라고 질타한다.

하나의 옳은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수용할 만하거나 책임성이 있는 
상이한 해석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겸손해 보인
다. / 하지만 바로 그런 말이야말로 우리가 정직하다면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 또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232)

  드워킨은 이 문제를 ‘신념의 네트워크’의 문제로 끊임없이 회귀시킨다. 
진실과 책임 간의 거리, 정확성과 책임성 간의 차이는 신념에 의해서 보충

230) Ronald Dworkin,『정의론』, 167면. 원문은 Ronald Dworkin, Justice for
Hedgehogs, 100면.

231) “정확성과 책임성의 차이가 3인칭 시점에서는 곧바로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난

다. 나는 당신의 신념들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신이 그 신념

들을 충분히 책임 있게 형성했음은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가 1인칭 시점

에서는 상당히 흐려진다. …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보는 경우에도 위의 두 덕목

은 서로 다르다. 즉 낙태가 그르다는 확신이 스스로 충분한 성찰을 거쳐 그 결론

에 도달했다는 확신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즉 나

는 내가 그 문제를 두고 온당하게 숙고했다는 것에는 만족하지만 스스로 도달할

결론에 관해서는 여전히 주저할지도 모른다.”(Ronald Dworkin, 『정의론』, 168

면.)

232) Ronald Dworkin, 『정의론』,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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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233)

무엇이, 우리가 이 논변들이 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인가?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폭넓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언가 
더 해석적으로 우수한 논변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예감일 것이다. 우리는 
진실과 책임 간의 거리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거리를 설명할 때는 
다시 좋은 논변과 더 나은 논변이라는 관념에 소구할 수밖에 없다.234)

  드워킨이 ‘신념의 네트워크’로 계속 회귀하는 이유는, 사실과 가치 사이
를 완전히 별개로 이분법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신
념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생각할 수가 없
게 되기 때문이다.235) 주관적 신념체계가 객관적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금 주관적 신념체계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
에서는 이 모든 체계가 ‘허위의 체계’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233) 심지어 드워킨은 과학 영역에 관한 ‘통합된 인식론’의 설명에 있어서는 깊은 종

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처럼 ‘투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나는 결국

에는 통합적 인식론을 찾으려는 정직한 노력에서는 날것 그대로의 불패의 신념

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지속적인 성찰 후에도 결국 그냥 믿는

도리밖에 없는 명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이 명제들을 불신하는 척하

지 말고 왜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 명제들을 믿는 것이 정당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패배할지도 모르지만 투쟁이 기만보다 낫다. /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 같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과 그 신앙

의 인과적 주장들이 어떻게 일반적인 인과론과 부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더

라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Ronald Dworkin, 『정의론』, 148-149면.)

해석 영역에서는 명제의 불가침성이 더욱 강하게 주장된다. “우리가 상상하는 정

의는 불가침의 명제에서 시작했다.”(Ronald Dworkin, 『정의론』, 648-649면.),

“추상적 인식론과 구체적 믿음은 서로 부합하고 지지해야 하며 절대로 어느 한쪽

이 다른 한쪽에 대한 거부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Ronald Dworkin,『정의론』,

144면.)

234) Ronald Dworkin, 『정의론』, 85면.

235) 다음 인용문에서 ‘논변의 지렛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사실/가치를 완

벽하게 분할한 이분법 탓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의 해석적 신념들이 지닌

무형성(airiness)과 우연성(contingency)의 느낌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실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또는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하

여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논변의 지렛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Ronald Dworkin, 『정의론』,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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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생겨난다. 드워킨도 신념의 네트워크가 허위의 체계로 끝나버릴 가능
성을 인정한다.236)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워킨이 신념의 네트워크로 회귀하
는 까닭은 이것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질적인 확신들을 틀림없이 조화시켜 주는 실험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또다시 모든 것은 결국은 당신이 실제로, 그
리고 책임성 있게, 생각하는 바에 달려 있다. 이는 당신의 생각이 그것을 
옳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때, 당신이 그것을 옳은 방식으
로 생각하기 때문이다.237)

  하지만 드워킨 스스로의 언급에도 나와있듯이 이는 방법의 타당성을 보
장할 수지는 몰라도 내용적 타당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신념의 네트워크
로 회귀하는 이유는, “당신의 생각이 그것을 옳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드워킨은 가치의 객관성을 신념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
만, 그 객관성을 보장할 장치는 신념 외에는 없다.238)

  1인칭의 지평에서 말하자면, 가치의 문제는 개개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불가피성이 순환논증
의 오류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순전히 이러한 불가피성은 드
워킨이 가치의 차원을 외부 실재로부터 절연시켰기 때문에 도출된 결론일 
뿐이다. 드워킨의 이론에서 해석의 차원은 1인칭의 단자론적 구조에 갇혀 
있다. 이는 해석의 실천주체를 개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워킨의 연작소설의 비유가 보여주듯이, 개개인들의 해석에 의
한 실천은 텍스트의 지평에서 융합된다. ‘연작’소설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
만의 창작물은 아니다. 드워킨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해석적 실천의 사회적 

236) “결국 우아한 허위의 체계를 믿는 것으로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

이다.” (Ronald Dworkin, 『정의론』, 513면.)

237) Ronald Dworkin, 『정의론』, 258-259면.

238)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절연된 가치의 객관성을 부정한다는 의미이

다. 이는 사실과 결부된 가치나 논증 자체가 객관적으로 타당할 가능성을 부정하

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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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다. 해석학적 담론에 따르자면, 해석의 실천주체를 순전히 개인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소격화로 인하여, 1인칭의 지평이 글쓰기 상황에서 
파괴되는 대가를 치뤄야, 해석은 비로소 텍스트의 지평으로 이행될 수 있
다.

2. 연작소설과 소격화(Verfremdung)

  가치의 객관성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적으
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아
니라, 상대방의 논증에 담긴 언어뿐이다.
  법해석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해석 이전에는 오로지 ‘현재의 
법’만이 실존하며 우리는 ‘더 고상한 법’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 드워킨
이 말한 대로 판사의 관점에서 법원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판결문에서뿐이다. 일반 국민으로서
가 아닌 유권해석기관으로서의 판사가 생각하는 가치는 오로지 판결문에
만 담길 수 있다. 우리는 그 판결문을 통해 판사가 생각하는 가치를 간접
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판사가 신념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객관적 가치를 판결
문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도록 한다. 판사는 글쓰기의 주체다. 드워
킨에 따르면, 평론가는 그저 주어진 것을 해석할 뿐이지만 판사는 직접 자
신이 해석하는 전통에다가 새로운 해석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판사는 평론
가임과 동시에 작가라는 특성을 가진다. 드워킨은 판사가 연작소설의 작가
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판사는 평론가임과 동시에 작가이다. 맥러플린 사건이나 브라운 사
건을 판결하는 판사는 자신이 해석하는 전통에다 자신의 해석을 추가하는 
것이다 ; 장래의 판사는 그 판사가 추가해 놓은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
통을 맞이하게 된다. 문학평론도 작가가 작업하는 예술의 전통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문학평론이 문학에 대해서 하는 기여의 성격
과 중요성은 그 자체 평론이론의 주제가 된다. 그렇지만 판사의 기여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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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것이며, 작자와 해석자의 구별은 동일한 과정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다.239)

  이에 대해서, 우선 판사가 오로지 혼자서 법의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240)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 판사가 결정에 관여하
는 경우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의 의견은 법정의견이 되지 않는다. 극단적
인 경우에는,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 전원의 의견이 법정의견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4
인이 각하의견을 내고, 5인이 위헌의견을 낸 경우(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결정241)), 위헌의견이 6인을 충족하지 못였고 각하의
견이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242) 판결의 주문은 기각으로 떨어진다. 
9명의 재판관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 판결의 주문은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단독판사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판결문을 바라보는 독자들이 판사가 
생각하는 가치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설령 가치가 
객관적이더라도 글쓰기의 과정에서 그 가치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
이다. 이는 해석학243)에서 제기되는 소격화(소외, 거리두기, 
Verfremdung)의 문제다. 가다머에 따르면, 소격화로 인하여 해석학적 상

239)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326면.

240) 하버마스는 드워킨의 법이론을 ‘독백적 이론구성’이라고 비판한다.(Jürgen

Habermas(한상진·박영도 옮김),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 2007, 289-306면 참

조.)

241) 과거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납부 후에 후발적 사유로 과세의 기초가 감축된

상황에서, 국가가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한 입법부작위가 위

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신청한 사안이다.

242)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43) 해석학과 드워킨 이론의 충돌에 관해서는 Costas Douzinas·Shaun Mc

Veigh·Ronnie Warrington, "Is Hermes Hercules' Twin? Hermeneutics and

Legal Theory" in Reading Dworkin Critically, Alan Hunt 편, Berg Publishers,
1992, 123-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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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우리의 현존은 직접 만나지 못한다.

우리는 ‘이해와 오해가 나와 너(Ich und Du) 사이에서 작동한다’고 말한
다. 그러나 이미 ’나와 너'라는 표현은 섬뜩한 소격화(eine ungeheure 
Verfremdung)를 입증하는 것이다. ‘나와 너’ 같은 것은 완전히 없다. ‘나’
도 ‘너’도 존재하지 않으며, 나에게서의 너의 발화(ein Du-sagen eines 
Ich)와 너에게서의 나의 발화(ein Ich-Sagen gegenüber einem Du)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소통에 이미 선행하는 상황이다.244)

  모든 발화의 상황, 특히 글쓰기의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점은 
개개인 각자의 현실적인 주관이 그 상황에서 직접 마주치는 못한다는 점
이다.245) 오로지 발화의 주체들만이 마주칠 수 있을 뿐이다. 해석학에서 
소격화가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텍스트의 세계에서 개개인들이 
마주치게 되는 것은, 각자의 1인칭적 지평이 파괴됨을 전제로 한다는 것
이다. 
  드워킨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드워킨은 해석의 목적이 작가의 의
도가 될 수 없다고 논박할 때, 소격화를 다룬 리쾨르를 인용하고 있다.

일단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발표하고 나면, 그 작품이 무엇을 의미
한다고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갖지 
못한다. 폴 리쾨르(Paul Ricoeur)의 멋진 표현을 빌리면, “최초의 독자”에 
지나지 않는다.246)

244) Hans-Georg Gadamer, “Die Universalität des hermeneutischen Problems” in

Kleine Schriften I , 1967, Tübingen, 104면.
245) “글쓰기는 대화를 절대적으로 가상화함으로써, 현실적인 주관이 모두 빠져있어

도 좋은, 일종의 자율적인 초월론적 광장을 창조한다.” (Jacques Derrida(배의용

옮김), 『기하학의 기원』, 지식을만드는 지식, 2012, 121면.)

246) Ronald Dworkin, 『정의론』, 216면. 드워킨이 인용한 부분의 리쾨르의 원전

텍스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텍스트는 바로 저자가 출현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저자는 바로 첫 번째 독자가 아니고 다른 누구이겠는가? 저자로부터 텍스트의

소격화는 이미 최초의 읽기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Paul Ricoeur,『해석학과 인

문사회과학』,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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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워킨은 해석 이론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도설’ 배격하기 위하
여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그 실질적 함의를 파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소격화를 고려한 리쾨르에게 해석이란 더 이상 ‘주석자의 텍스
트에 대한 행위’가 아니다. 해석은 ‘텍스트의 행위’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해석은 주석자의 행위이기 이전에 텍스트의 행위라는 사실
이다. 전승과 해석의 관계는 텍스트 안에 내재해 있는 관계이다. 해석한다
는 것은 텍스트 자체 안에 내재해 있는 해석의 관계에 의해 지시되는 의미
작용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다.247)

  하지만 드워킨에게 해석은 여전히 주석자의 행위로 머무는 것으로 생각
된다. 드워킨이 가치의 객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인식주관
의 지평 내에서이다. 이를 통해 드워킨은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이라는 것
을 주장하는데, 설령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판사가 작성한 
법에서의 객관적 가치를 우리는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판사는 자
신이 작성했던 법의 텍스트를 지배할 수 없다. 텍스트만 놓고 보자면 판사
는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다.248) 
  우리가 직접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은, 타자와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근본
적인 한계다. 데리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내가 타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체험은 나에게 <몸소>, 근원적으로 현전하
지 않는다. … 그가 겪는 경험의 주관적 측면, 그의 의식, 그가 특히 그의 
기호들에 의미를 부여할 때 행하는 작용들은 내게, 그것들이 그에 대해 그
러하고 나의 작용들이 나에 대해 그러하듯 직접적이고 근원적으로 현전하
지 않는다. 여기에 환원불가능하고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249)

247) Paul Ricoeur(John B. Thompson 편역·윤철호 옮김), 『해석학과 인문사회과

학』, 서광사, 2003, 286면.

248) “나라는 낱말의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완전히 허구

적인 인물일 때에도 우리는 그 낱말을 이해한다. 그가 죽은 사람일 때도 그렇다.

Bedeutung의 이념성은 여기서 구조적으로 유서(遺書)적인 가치를 갖는다. … 나

의 죽음은 나를 발언하는 데 구조적으로 필수적이다.” (Jacques Derrida(김상록

옮김), 『목소리와 현상』, 인간사랑, 2006, 145면.)

249) Jacques Derrida, 『목소리와 현상』,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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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판결문에 담긴 판사들의 가치를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추측은 주관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 추측이 판사의 추측과 일치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 없다. 물론 그러한 추측을 통
해, 우리는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고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
은 판사의 가치가 전달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 사실은 드워킨의 법이론에 중대한 비판근거를 제공한다. 드워킨의 법
이론도 소격화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드워킨이 구성적 해
석250)을 통해 드워킨은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하나의 정답이 존재
함을 강조하더라도, 드워킨이 구상하는 정답은 우리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
한다. 
  드워킨 스스로 밝히듯이, 드워킨의 주장은 ‘그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지,251) ‘그 답이 정답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저자는 대부분의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이성(理性)과 상상력을 통해
서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있음을 주장해 왔다. 비판자들 가운데는 

250) “법에 대한 일반이론은 구성적 해석이다. 법에 대한 일반이론은 법실무 전체를

최선의 것으로 보이도록 노력하며, 그들이 목도하는 법실무와 그 법실무의 최선

의 정당화 사이의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Ronald Dworkin, 『법의 제

국』, 141면.)

251) 해석학에서도 이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해석은 형식적 전제로서 완

벽한 해석이라는 것을 가정하게 된다. “모든 이해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순환구

조는 또다른 해석학적 결론을 낳는데, 나는 이것을 ‘완벽한 의미의 선취’라 부르

고자 한다. 이것 역시 모든 이해과정을 이끌어가는 형식적 전제임이 분명하다. 그

형식적 전제란 의미의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는 것만이 이해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완벽함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

제가 충분치 않다고 판명되면, 다시 말해 텍스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는 텍스트의 전승에 의문을 갖게 되고 어떻게 전승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고심하게 된다.” (Hans-Georg Gadamer(임홍배 옮김), 『진리와 방법 2 -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문학동네, 2012, 175면.)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요청된

가정에 불과하지 실제적인 최종적 해석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종적 해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 안에 모순을 가진다. 해석이란 언제나 과정 중에unterwegs 있는

것이다.”(Hans-Georg Gadamer(박남희 옮김), 『과학 시대의 이성』, 책세상,

2009,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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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처음부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누누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하나의 답이 있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답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다. 어떤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정답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252)

  판결문에 들어있는 가치들도 직접 증명될 수는 없다. 물론 결과적 측면
에서 보면, 판결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법해석은 하나로 수렴될 
것이다. 바람직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정답을 추구
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드워킨은 ‘개념적으로’ 정답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드워킨의 표현으로 미루어볼 때, 드워킨은 분명 그러한 의미로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한다는 말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를 선취하지 않고, 과정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판사들마다 생
각이 다를 수 있다.253) 따라서 판사들은 사안에 적용되어야 할 원리가 무
엇인지에 관해, 혹은 추상적인 원리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어떻게 적용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논쟁한다. 최고법원 판사들 간에도 견해차이가 존재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준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 하트는 이 점을 비판한다.

드워킨의 견해는 상이한 사회적 배경 또는 ‘하부 문화’를 지닌 상이한 법관
들이 무엇이 객관적으로 명시적인 법에 대한 최선의 정당화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릴 때, 각각의 법관은 자신의 입장에서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것
이다. 자신의 견해가 옳고 어떤 식으로도 그것을 다른 법관들의 견해와 조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가 호소할 공적인 심사기준은 
없다.254)

252) Ronald Dworkin, 『법의 제국』, 7면.

253) 하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드워킨 교수의 설명으로 볼 때 명백한 것

은, 판사들이 결정에 관한 규칙들을 추출할 수 있는 현행법(the existing law)에

대한 내재적 정당화 이론은 상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현행의 확

립된 법에 관하여, 결정에 관한 규칙들 중에 단지 한 개의 원리 내지 한 개의 원

리의 묶음들이 다른 것들보다도 더 잘 들어맞게끔 제시되는 것은,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H.L.A.Hart, “1776-1976: Law in the Perspective of Philosophy” in

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Clarendon Press, 1983,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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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드워킨이 말하는 정답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회의할 만
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255) 물론 이것이 드워킨이 사용한 의미에서의 
정답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드워킨이 말하는 가치
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이고, 드워킨이 말하는 정답은 개념적 존재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드워킨이 말하는 형이상학적으로 독립된 가치의 영역, 순화
된 법 내지 순수통합성256), 판사들의 견해대립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사안
에서의 정답 등의 존재를 설령 개념적으로는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대한 사실적 설명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많지 않을 것이다.257)

254) H.L.A. Hart(안준홍·박준석 옮김), “법적 의무와 책무(Legal Duty and

Obligation)”, 『법철학연구』, 제7권 1호, 한국법철학회, 2004, 329면.

255) 루만은 드워킨을 이성주의자로 분류하면서, 이성주의자들의 법이론은 구체적

결정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다고 비판한다. “이성주의자들은 법체계의 실

무에 기초해 추상적인 원칙들을 다시 구체화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때 그들 자

신이 빠지게 되는 난관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단 하나의 원칙으

로 수렴reductio ad unum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며, 결국 여러 개의 원칙 및 서

로 충돌하는 다수의 좋은 근거와 가치들을 내세울 수 밖에 없고,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다수의 근거와 가치들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처

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성의 지지자들은 이성이 통일성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성이 체계를 폐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

처할 능력이 없다. 즉 이성주의자들은 다수의 원칙들(예컨대 계약상의 책임 또는

과책에 따른 책임)이나 다수의 가치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한다.”(Niklas Luhmann(윤재왕 옮김), 『사

회의 법』, 새물결, 2014, 686면.)

256) <법의 제국>의 말미에서 등장하는 순화된 법인 순수통합성은 공무담당자들에

게 구체적인 언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더 순화된 법은 순수 통합성으로 정의

된다. 그것은 현재의 법에 대한 최선의 정당화를 제공하는 정의의 원리로서, 이

정의의 원리는 어떤 구체적인 기구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며, 포괄적 통합성이

요구하는 공정성과 적정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다. 이 순화된 해석은

판사나 입법자나 그밖의 다른 정치기구의 구체적인 의무를 향하여 거론하는 것

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의인화된 공동체를 향하여 거론하는 것이다. 이 순화된 해

석은 공동체의 제도가 더 정합적으로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그 제도가 한 부분

으로 채택해 놓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봉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가를 선언하지만, 그것은 그 큰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직자가 어떤

책무를 갖는가를 언명하지는 않는다.”(Ronald Dworkin, 『법의 제국』, 566면.)

257) 드워킨의 정답테제는 틀렸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해소되어야 한다. 월처는 드워킨의 주장이 객관적 정답이 실

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부정은 유니콘의 존재가능성에 대해 회의

하는 것처럼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드워킨의 정답테제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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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워킨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이는 사법실무에서 법원리가 작동한다
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리가 판결문으로 공적으로 
선언되기 이전에 이것이 현행법의 구성요소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일 뿐이다. 법원리란 해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난다. 
  원리 그 자체는 3층위에서만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하트
를 인용하자면,) 드워킨이 말하는 법에 암묵적인 부분(implicit part of 
the law)에 관한 법이론은, “'법이 무엇인가?(What is law?)'의 물음에 대
답을 할 수는 없고, 단지 특정한 공동체의 특정한 쟁점에서 법이 무엇인가
(What is law of a particular community on particular issues)의 물
음에 대한 대답만을 할 수 있다.”258)

  현실의 법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이 무엇일지의 층위를 
구분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장점을 갖는다. 정확한 사실적 인식이 
선행될 때 법체계를 정확히 바라보고 비판하고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콜먼이 말했듯이, “설령 법적 논쟁에 있어서 유일하고 결정적인 정답이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 법이 내리는 답(law's answers)이 그 답이라고 보
아야 한다거나, 판사들이 사안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진술하는 것이 그 답
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259)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실제로 바람직한 판결을 내렸다면 이를 정답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드워킨도 현실의 법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이 무
엇일지의 층위를 구분한다. 드워킨도 현행법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워킨은 자신의 표현을 선택할 때 법해석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확산시키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말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세계의 실재를 다룬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드워킨의 정답테제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유니콘 그림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Louis

E Wolcher, “Ronald Dworkin's Right Answers Thesis through the Lens of

Wittgenstein”, Rutgers Law Journal, vol.29, 1997, 57-59면 참조.)
258) H.L.A. Hart, "Comment", 40면.

259)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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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하트/콜먼은 판결에서 도덕적 원리가 기능하는 것을 판사의 재
량행사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하트는 법 자체에서 인간 행위를 향도하는 
표준을 제공하는 기능 외의 것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법이 국가
의 강제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찾는 작업
은 헛수고라고(quite vain) 말한다.260) 
  물론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점은, 드워킨이 ‘더 고상한 법’과 ‘현실
의 법’을 혼동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언어표현이든지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치의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이상, 
법을 객관적인 사실로서만 바라보려고 할 때에는 하트/콜먼의 용법이 좀 
더 바람직한 용법이라고 생각된다.

  5장의 논의를 정리하면, 공무담당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 콜먼의 승인율
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는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는 점에
서 ‘법이 무엇인가’를 다투는 드워킨의 이론적 견해차이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쟁점은 실질적으로 ‘더 고상한 법’을 법으로 부를지 말지에 관
한 표현형식상의 차이다.

260) “드워킨의 해석적 법이론이 모든 형태에서 법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법적 관

행이 강제를 정당화한다는 전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법이 이것을 법의 취지나

목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나의 견해가 아니며 그랬던 적도 없다. … 그리하여 내

이론에는 법의 목적이 강제의 사용을 정당화시켜준다고 하는 드워킨의 견해를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나는 확실히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다. 사실 나는

법이 인간의 행위를 인도하고 그러한 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한다는

것 외에 법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찾는 것은 헛수고라고 생각한다.”(H.L.A.

Hart, 『법의 개념』, 323면. 원문은 H.L.A. Hart, The Concept of Law, 248-24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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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드워킨은 법철학적 문제들에는 항상 도덕원리의 문제가 배후에 깔려있
다고 하면서, 그 배후의 도덕원리의 영역까지 법철학의 외연을 확대하려 
하였다.

법철학의 다양한 전문적 접근법들이 그것의 배후에 있는 동일한 이유 때문
에 실패했다. 그것은 법철학적 문제가 핵심에서는 법적 사실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원칙의 문제라는 중요한 사실을 무시했다. 그들은 전통
적인 접근법을 고집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묻어두었다. 그러나 법철학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ㅡ것은 이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도덕이론의 문
제로 다루어야 한다.261)

  법철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경
험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하트
/콜먼의 이론의 설명이 틀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기술적 법리학을 
포기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262)

  외연확장의 필요성으로부터 곧바로 형이상학적인 가치에 관한 담론을 
긍정해야 한다는 귀결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사실/가치 이분법을 적극적 
요청으로 해석하여, 가치담론을 사실적 담론과 별개로 개진하게 된다면 이
러한 담론이 과연 법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가치 이분법이 본래 의미하는 바대로, 이 이분법은 가치담론을 함부
로 개진하지 말라는 소극적 요청으로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저 드워킨의 하트/콜먼의 실증주의에 대한 이해가 잘
못된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밝히려 했다. 물론 본 논문이 개진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드워킨의 이론을 부정하게 되는 것도 

261) Ronald Dworkin, 『법과 권리』, 59면.

262) H.L.A. Hart, "Comment", 38-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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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또한 이것이 곧바로 하트/콜먼의 실증주의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
해주는 것도 아니다.
  2장에서는 콜먼과 드워킨이 논의의 층위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콜먼의 법실증주의는 하트의 승인율에 기반하여, 사회적 규칙의 
차원, 법규칙의 차원, 법적용의 차원을 별개로 놓는다. 본 논문은 이를 각
각 1층위, 2층위, 3층위라고 표기했다.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3층위에 관하
여 법실증주의가 법에서의 도덕의 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담론임을 밝
혔다.
  3장에서는 콜먼의 논의처럼, 승인율을 적용기준이 아니라 효력기준으로 
파악한다면 드워킨의 ‘의미론적 법이론’이 하트의 승인율에 대한 묘사로서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승인율의 존재는 효력기준에 관련한 관행의 형성
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론적 견해차이를 배격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콜
먼의 이론이 배격하고자 하는 것은 경험적 견해차이이다.
  4장에서는 드워킨의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이 하트의 개방적 구조에 대
한 묘사로서 타당하지 않음을 콜먼과 라즈의 논의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언어철학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적 쟁점으로 파악되어
야 한다고 본 논문은 제안한다. 하지만 이를 해석적 쟁점으로 보더라도, 
하트가 명백한 사례에서는 일치가 존재한다고 언급할 때, 여기에 드워킨이 
의심을 던지는 것처럼, 하트의 텍스트로부터 특별히 법에 관한 논쟁 자체
를 배격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5장에서는 콜먼이 말한 승인율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와 드워킨이 말
한 이론적 견해차이의 대립을 살폈다. 양자 간의 대립은 공무담당자가 견
해차이의 주체일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 법실증주의는 이를 ‘법이 무엇이
어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차이로 바라보는 반면, 드워킨은 이를 ‘법이 무
엇인가’의 견해차이로 바라본다. 실증주의 법이론가들은 드워킨이 현행법
과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을 혼동한 것이라 비판할지 모른다. 하지만 드
워킨이 현행법과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법을 혼동한 것은 아
니다. 물론 드워킨이 가치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은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법’이라는 단어를 어느 범위까지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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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바라볼 지라는 언어표현 선택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드워
킨의 이론 자체를 완전히 반박할 수는 없다. 다만 드워킨이 말하는 법의 
관념적 형태는, 현실적 주체인 공무담당자의 실제적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트/콜먼의 실증주의 관점에서의 용례가 조
금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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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aw's Empire>, Dworkin characterizes Hart's idea about rule

of recognition as a semantic theory of law. Dworkin distinguishes

problems about the force of law from issues about its grounds.

Semantic theories suppose that lawyers actually agree about the

grounds of law. However, rule of recognition provides a set of

criteria of legal validity, which corresponds to the force of law, not to

the ground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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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orkin also introduces the Borderline Defense, which seems to

refer to Hart's Open Texture of legal language. According to the

Borderline Defense, on borderline cases lawyers can disagree about

law, while on pivotal cases they cannot. Because in using word, all

lawyers share rules, which set out criteria that supply the word's

meaning. But when Hart asserts a core of settled meaning, the core

consists of clear examples or paradigms, rather than shared criteria of

meaning.

Dworkin argues that legal positivism provides no plausible theory

of theoretical disagreement in law. When judges appear to be having

a disagreement about 'what the law is', positivists mischaracterize it

as a disagreement about 'what it should be'. But things are not

much different in Dworkin's theory of law. When he talks on 'what

the law is', 'the law' refers to the nobler form of law, not to the

less noble, the impure, present law. Without regard to the difference

in the forms of expression, Dworkin's theory of law is not

necessarily incompatible with legal positivist theory.

keywords : social rule, fact and value, legal principle, open

texture, family resemblance, the semantic 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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