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7

〈서 평〉

Logischer Empirismus und Reine Rechtslehre

C. Jabloner / F. Stadler 공편
(Spinger Wien New York 2001)

沈 憲 燮*

1)

이 책은 비엔나 학단(Wiener Kreis, Vienna Circle)의 논리경험주의와 켈젠학

파(Kelsen-Schule)의 순수법학을 비교 연구한 논문집이다. 비엔나학단의 ‘논리

경험주의’, 켈젠학파의 ‘순수법학’, 그리고 Freud 학파의 ‘정신분석학’은 이른바 

‘비엔나의 현대학파’(Wiener Moderne)로 부를 만큼 유명하다. 이들 학파는 19
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준비되어 양차 대전 사이의 기간 중에 비엔나에

서 활발하게 발전하다가 파시즘과 나치즘의 득세로 추방, 퇴출, 심지어 모살까

지 당해 연구의 터전을 잃고 새 터전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던 의미 깊은 

학문조류이다. 그래서 이들 학파의 연구활동은 원 터전에서는 “종결되지 못하

고 중단되고 말았으나”(V. Kraft) 옮겨진 넓은 터전( 국, 특히 미국)에서 더욱 

계속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학문조류로 발전되었다. 특히 분석철학, 과학철
학은 유명하다. 그런데 전후 원 터전인 비엔나에서는 이들 학파, 특히 비엔나

학단과 순수법학을 기리고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繼受(특히 Walter 교수에 의

한 순수법학의 계수)까지 하기에 이르 다. 이에는 오스트리아정부도 적극적이

었다. 그래서 비엔나에는 정부 설립의 ‘한스켈젠연구소(Hans Kelsen-Institut)’가 

생겼고, 비엔나대학에는 ‘비엔나학단연구소(Institut Wiener Kreis)’가 설치되었

다. 이 두 연구소는 각각 이미 수많은 연구총서를 간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들은 지난 1999년 10월 29/30일 양일간에 걸쳐 드디어 논리경험주의와 순수법

학의 비교연구를 주제로 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여기에서 발표된 귀한 

논문들을 양 연구소를 대표한 Jabloner 교수와 Stadler 교수가 공동 편집해 비

엔나학단연구소 총서 제 10권으로 출간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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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양 학파 사이의 비교 및 상호작용을 역사적 그리고 체계적

으로 다룬 제Ⅰ부와 법이론의 현실적 문제들을 살핀 제Ⅱ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철학자 Stadler의 ‘논리경험주의와 순수법학 ―가족적 유사

성에 관하여’가 실려 기조논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Stadler는 비엔나학단

의 논리경험주의나 순수법학 각각에 대한 국제적 연구는 왕성했지만 양 학파 

사이의 비교연구가 빈약했음을 먼저 지적한 후 양 학파는 공속적인 정신적 분

위기 속에서 생성되었고 당시의 전체주의적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수세적 처지

에 놓 으며 나아가 반형이상학, 이데올로기비판, 존재/당위(사실/가치)이원론 

등 공통적인 이론적 기반위에 섰으나 서로 대상 역이 달랐던 만큼 내용적 동

질성이나 학파간의 접한 접촉이 없었고 나아가 규범과학의 파악에서 견해가 

같지 않았고,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해서도 차이를 보이곤 했다고 피력한다. 

그래서 Stadler는 양 학파를 두고는 결론으로 Wittgenstein의 말을 적고 있다. 
“그리고 이 고찰의 결과는 이렇다: 우리는 서로 중첩되고 교차되는 유사성들

의 복잡한 그물을 본다. 크고 작은 유사성들 … 나는 이 유사성들을 ‘家族的 

類似性’이라는 말 이상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몸매, 용모, 눈색

깔, 걸음걸이, 기질 등등 한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유사성들이 꼭 그렇

게 중첩되고 교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말할 것이다: ‘게임’은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67)
이어서 자리잡은 제Ⅰ부의 논문들은 7개이다. 첫째로 실린 것은 순수법학의 

계승자인 원로 법학자 R. Walter의 ｢순수법학의 실증주의｣(Der Positivismus der 

Reinen Rechtslehre)이다. Walter는 우선 양차대전 사이의 기간에 ‘실증적’이라는 

레테르를 붙인 비엔나학단과 켈젠학파가 있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는 양 학파가 모두 절대적 존재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반형이상학적 입

장에 서서 사실과 경험에 터전을 두면서 독자론의 입장을 넘어 가설적으로 구

성된 (존재와 당위의) 세계를 대상으로 삼은 점에 공통성이 있으나 그 근거지움

의 철학적 입각점은 전자는 논리경험주의, 후자는 칸트철학에 두어 차이가 있었

고 또 전자가 당위의 세계를 부정했으나 후자는 그 독자성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규범과 가치의 파악에 있어서도 일치되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비엔나학

단과 칸트철학의 분리도 과장되었고 켈젠과 칸트철학의 결합도 대단한 것도 아

니어서 철학적으로 보면 양 학파는 분리되기보다 결부되어 있다고 결론짓는다. 
덧붙여 Walter는 순수법학이 실증주의적 기본관념을 이론적으로나 법방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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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둘째로 실린 논문은 은퇴한 

Walter교수와 함께 한스켈젠연구소의 일을 맡고 있는 C. Jabloner교수의 ｢사유

형식의 사회사에 대한 기고 ―켈젠과 통합과학｣(Beiträge zu einer Sozial-

geschichte der Denkformen: Kelsen und die Einheitswissenschaft)이다. Jabloner

는 켈젠의 사회학적, 이데올로기비판적 저서인 ｢응보와 인과관계｣(1941)에 특히 

주목한다. 켈젠은 비엔나학단의 과학이론과 과학사연구에 의거하면서 원시인들
에 의한 자연의 인과적이 아닌 사회적, 귀속적, 규범적 해석(‘자연의 사회적 해

석’)으로 말미암은 응보사상과 인과법칙의 아니미즘적 결부가 역사적으로 완전

히 극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을 비판함으로써 통합과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로써 켈젠은 비엔나학파의 합리적, 경험적, 비형이상학적 

세계파악, 즉 ‘과학적 세계파악’의 수립에 기여한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의 매

우 긴 논문은 철학자 E. Morscher의 ｢논리실증주의와 법실증주의에서의 존재-
당위-이분법｣(Die Sein-Sollen-Dichotomie im Logischen Positivismus und im 

Rechtspositivismus)이다. Morscher는 당위명제는 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입각한 ‘의미론적 이분법’, 당위명제는 인식(인지)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따라서 

‘참(眞僞)’일 수 없다는 주장에 입각한 ‘인식론적 이분법’, 당위명제는 결코 존재

명제로부터 추론될 수 없다는 주장에 입각한 ‘논리적 이분법’, 당위의 역과 존

재의 역은 다르고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에 입각한 ‘존재론적 이분법’을 구분
한다. 그런데 논리경험주의는 의미론적 규준에 입각해 이분법을 근거지우고, 

(켈젠의) 법실증주의는 존재론적 규준에 의해 이분법을 근거지우고 있어 각각 

다른 이분법을 취하나 법실증주의가 인식론적 이분법과 논리적 이분법도 암시

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본다. 어쨌든 양자가 기본적으로 상이한 이분법을 주장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가족적 유사성’만은 보이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이어 양자의 도덕이론으로서의 문제점(합리적 도덕논의의 부정)과 법정책적 문
제점(‘법률적 불법’의 문제)에 관해 언급한다. 이들이 비인간적 체제를 사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조장할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입장도 역시 그런 경우가 있었

음을 지적하고 정치현실에서의 비인간성을 막을 이론적 명약은 없는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그는 법과 도덕의 실제에서 똑같이 인도적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그 이론적 논의에서 서로 다른 측에서는 이들이 실제현실에서 공동의 적과 정

치적으로 유효히 투쟁하기 위해 손을 잡는 일은 아주 드물 뿐이거나 대개는 거

의 없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한다. 네 번째의 논문은 독일의 법철학자



沈 憲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 487∼494490

인 E. Hilġendorf의 ｢순수법학에서의 가치 판단의 개념에 대하여｣이다. 켈젠의 

저서 ｢순수법학｣에서 나타난 가치판단의 파악을 보면 켈젠은 행위의 규범합치

성에 관한 판단으로서의 ‘규범관련적’ 가치판단과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의 소

망이나 의욕의 표현에 관한 판단으로서의 ‘의욕관련적(주관적)’ 가치판단으로 대

별했으며 학문의 몰가치성 공준은 철저히 따랐고 가치관에서는 비엔나학단의 

초기적 가치이론인 ‘이모우티비즘’의 향이 강했다고 본다. 그런데 규범관련적 
가치판단은 미학적(예술적) 가치판단을 가치판단으로 볼 수 없어 일상적인 언어

관용에 비추어 보아 너무 협소한 개념이며, 의욕관련적 가치판단은 ‘X는 Y를 

원한다’, ‘X는 Y를 선하다고 본다’는 표현을 가치판단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가치판단이 아니라 사실기술이고, 이 점에서는 규범관련적 가치판단도 다

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치판단은 사실 그 진위여부를 경험적

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언명, 예컨대 ‘거짓말은 나쁘다’는 
그 진위의 검증이 불가능하기에 가치판단이다. 이렇게 볼 때 켈젠의 가치판단의 

파악은 그것의 행위향도(명령)성, 평가성이 도외시되어 견지될 수 없다고 평가

한다. 그래서 켈젠의 다른 이론에는 따를 점이 있으나 가치판단의 파악만은 더 

따지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섯 번째의 논문은 미국의 철학자이며 켈

젠연구가로 유명한 S. L. Paulson의 ｢두 비엔나의 세계와 하나의 연결점: 카르

납의 ‘구성’, 켈젠의 순수법학 그리고 객관성에의 추구｣(Zwei Wiener Welten 
und ein Anknüpfungspunkt: Carnaps Aufbau, Kelsens Reine Rechtslehre und das 

Streben nach der Objektivität)이다. 이 은 제목만큼 내용도 길다. 철학자의 철

학적 논문이고 해서 이해하기조차도 힘들다. Paulson은 카드납의 야심작인 세계

의 논리적 구성 ‘(Der logische Aufbau der Welt)’과 켈젠의 ‘순수법학’은 모두 

그 대상세계에 대한 인식의 객관성을 도모한 거창한 ‘객관화프로그램’이나 전자

는 ‘심리’의 ‘물리’로의 환원(번역)에서, 후자는 ‘당위’의 의미를 고수하는 데에서 
각각 좌초되는 것 같다고 언급한다. 여섯 번째의 논문은 빠리대학교수인 O. 

Pfersmann의 ｢비엔나 학파들과 도덕실재론. 문제소묘｣ (Die Wiener Schulen 

und der moralische Realismus. Eine Problemskizze)이다. Pfersmann은 이 논문에

서 비엔나학파들의 공통적인 도덕철학적 입장인 이른바 ｢비인식(지)주의｣

(Nonkognitivismus)에 대한 오늘날 의미 깊게 대두되고 있는 도덕실재론의 도전

도 한계가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일곱 번째의 논문은 사회학자인 H-J Dahms
의 ｢20세기 20년대의 철학자들과 민주주의: 켈젠, 넬손 그리고 포퍼｣(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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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en und die Demokratie in den 20er Jahren des 20. Jahrhunderts: Hans 

Kelsen, Leonnard Nelson und Karl Popper)이다. Dahms는 이 에서 1926년 9

월 26-29일에 걸쳐 비엔나에서 열렸던 제5차 독일 사회학자대회에서의 ‘민주주

의’토론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발표자인 켈젠은 민주주의를 자유와 무지배의 그 

이데올로기적 환상보다 다수결과 대의제로 대표되는 그 사회기술적 현실을 중

시하고 폭력 없는 재빠른 지배자의 교체가능성을 들어 옹호한데 반해 토론자인 

철학자이며 사회개혁가인 넬손은 ‘N은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포함된 자

기처분성 때문에 갖는 민주주의 또는 국민주권의 자기모순(역설)과 딜레마를 벗

어나기 위해서 ‘현자’의 지배를 옹호하면서 민주주의를 비판했다. 비엔나학단은 

순수철학(주로 인식론)의 동아리로서 공적인 정치적 주장은 없었다. Dahms는 

토론 당시 불과 24세인 과학철학도 으나 그 후 비엔나학단의 중요한 주변인물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철학도 편 포퍼를 등장시킨다. 그리고 포퍼가 켈젠처럼 
상대적인 민주주의의 옹호를 지지했으며 넬손에 대해서는 현자도 현자답게 다

수가 지배해야 한다고 결단할 수 있어 역설적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포퍼 자신의 정치철학은 ‘행복의 증진보다 불행의 방지’라는 

지나친 소극주의가 갖는 결함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제Ⅱ부의 첫 번째 논문은 논리학자 M. Baaz의 ｢법률적 추론의 논리｣(Loġik 

des juridischen Schliessens)이다. 법추론의 기본형식과 유추를 수학적 논리학의 
시각에서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의 논문은 E. Köhler의 ｢Gödel이 어

떻게 켈젠의 법실증주의를 반박할 것인가｣(Wie Gödel Kelsens Rechtsposi-

tivismus widerlegen würde)이다. 비엔나학단의 일원이면서 예외적으로 논리경

험주의의 ‘규약주의’를 비판한 플라톤주의자인 유명한 수학자 괴델을 따라 법

규범은 물론 수학적 공리나 규칙들, 즉 규범들은 원칙적으로 합리적 통찰, 즉 

‘직관’을 통해 근거지워 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근본규범’의 상정 없
이도 법규범의 합법성은 정의와 조화에 의거한 도덕적 직관을 통해 근거지워 

진다고 본다. 세 번째의 논문은 E. Oeser의 ｢켈젠의 이데올로기비판과 법진화

론｣(Kelsens Ideologiekritik und die Evolutionstheorie des Rechts)이다. Oeser도 

켈젠의 이데올로기비판적, 사화학적 저서인 ｢응보와 인과관계｣에 주목하면서 

거기에서 밝혀 낸 인식의 진화, 즉 사회의 일부 던 자연에서부터 자연의 일

부인 사회라는 인식으로의 진화에서 보면 존재와 당위, 자연법과 실정법의 대
립과 차이도 해소될 듯한 진화론적 법사상을 엿볼 수 있고 이는 인간역사를 



沈 憲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 487∼494492

진화론의 범위 내에서 고찰한 비엔나학단의 일원이었던 과학사학자인 E. 

Zilsel에서 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 번째의 논문은 H. Dreier의 ｢켈

젠의 법개념을 예로 해서 본 자연의 규범화와 규범적인 것의 자연화 사이의 

법해석(Rechtsdeutung zwischen Normativierung der Natur und Naturalisierung 

des Normativen am Beispiel von Kelsens Rechtsbegriff)이라는 논문이다. H. 

Dreier는 켈젠연구가이기도 한 독일의 법철학자 겸 공법학자이다. 켈젠의 법과 
법학의 자율성은 자연의 규범화와 규범적인 것의 자연화, 즉 신비적 사고 및 

자연법과 인과적 자연과학에 대한 투쟁에서 얻어졌으며, 인간에 의해 만들어

진 법(관습법, 법관법도 포함)만이 법의 전부이며, 그 객관적 효력은 근본규범

의 주관적 상정에 의거할 뿐이며, 법학은 그런 법의 순수한 기술일 뿐이어서 

나치법률이 법인 것은 의심될 수 없고 유대인학살도 법 밖의 일이 아니고, 법

을 따르고 말고는 개인의 주권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등 켈젠의 

법이론을 서술하고 있다. 다섯 번째의 논문은 M. Thaler의 ｢절대주의, 상대주

의 그리고 회의주의의 긴장속에 놓인 법사고｣(Das Rechtsdenken im Span-

nungsfeld von Absolutismus Relativismus und Skeptivismus)이다. Thaler는 철

학자 Putnam의 의견에 따라 규범과 가치의 역에서 정당한 견해는 하나만이 

아닌 여럿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해서 여럿을 쓸어버리려는 절대주의도, 여럿을 

시멘트로 바르려는 상대주의도 그릇된 것으로 보고 개방적이고 동적인 추구과

정 속에서 정당한 (중간)결과에 더욱 가까워지려는 회의주의 아닌 진화주의의 

중도입장을 펴고 있다. 맨 마지막의 여섯 번째 논문은 비엔나대학의 공법교수

로서 전임인 Walter교수와 같은 길을 걷는 H. Mayer의 ｢법이론과 법실무｣

(Rechtstheorie und Rechtspraxis)이다. 마지막 답게 순수법학의 입장에서 법

이론과 법실무의 관계를 묻는다. 그리고 그의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법실증

주의는 법적용을 학문적 인식과정만으로가 아니라 인식과 의지의 결합으로 파

악한다. 따라서 해석과 적용은 구분된다. 해석은 실정법만에 대한 인식이며, 

그것의 형성은 위조로서 배척된다. 실정법이 불명확하면 그것을 들추는 것으

로 법인식은 그친다. 이런 법인식은 법적용의 첫 단계이며, 다음 단계는 법적

용자의 창조적 의지행위이다. 여러 결정의 가능성중 하나를 택할 경우 이는 

입법자가 아니라 그의 결정이며, 이는 오직 그의 도덕적 및 정치적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내린 Mayer는 그 논의과정에서 법실증주의가 그 대상을 엄정하게 
실정법으로 확정하고 법해석의 대상도 이로 국한한 것은 인식대상을 엄정하게 



2002. 3.] 서 평 493

확정하려는 비엔나학단과 학문적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나, 일상

언어의 불명확을 이유로 해석은 ‘범위의 확인’에 그친다는 켈젠의 주장에 대해

서는 불명확한 규범도 명료한 해결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완

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상으로 이 책에 실린 논문 모두를 요약해 드러내 본 셈이나 오류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나 Walter 교수와 Jabloner 교수로부터 이 책을 받은 후 
감사의 표시로 꼭 소개해야 하겠다는 당초의 뜻이 이루어져 기쁘기도 하다. 

또 이호정, 최기원 양 교수님의 퇴임을 기념하는 이번 호의 끝자리를 차지하

게 되어 더욱 뜻깊다. 사실 몇 개의 은 능력부족으로 이해하기 힘들기도 했

다. 또 컴퓨터 때문인지 지나치게 늘어놓은 들에는 지루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쨌든 남의 을 요약해 본다는 것이 힘든 일임을 다시 통감했다. 그러나 일

일이 비판을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은 서평이 아니라 책소개에 불과하

다. 사실 이 책은 각 에 담겨진 생각들 못지 않게 전체가 갖는 의미가 중요

한 것 같다. 논리 경험주의나 순수법학은 과학사의 한 장이 되어 버렸다. 이를 

들추어 그 의의를 검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순수법학은 

Walter 교수와 그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해도 여전히 수세적 처지에 놓

인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전후의 세계 법이론 및 법철학은 자연법론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이 책이 우리에게 갖는 특별한 의미
는 철학도 법학도 ‘과학성’을 토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논리실증주의와 순수법

학의 메시지를, 다시 말해서 과학성의 방법탐구가 철학의 중대한 임무이며 과

제라는 점을 다시 깨우치게 한 데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논리실증주의와 순

수법학의 도덕철학적 입장인 ‘비인식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모색이 

논의되고 있는데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참고삼아 논리실증주의와 

켈젠학파의 구성원을 밝혀보면 아래와 같다(참조는 F. Stadler, Studien zum 
Wiener Kreis, Ursprung, Entwicklung und Wirkung des Logischen Empirismus 

im Kontext, Suhrkamp 1997) :

<논리경험주의의 비엔나학단>

① 핵심인물 - M. Schlick, O. Neurath, R. Carnap, F. Waismann, H. Feiġl, 

H. Hahn, K. Menger, K. Gödel, F. Kaufmann, V. Kraft, G. Bergmann, Ph. 
Frank, R. v. Mises, E. Zilsel, B. Juhos, J. Schächter, R. Ran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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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변인물 - L. Wittġenstein, K. Popper, H. Gomperz, A. Ayer, W. 

Quine, C. G. Hempel, H. Reichenbach, J. Frank, E. Brunswik, K. Bühler, C. 

W. Morris, F. Ramsey, A. Tarski, H. Kelsen 등.

<순수법학의 켈젠학파>

H. Kelsen, A. Merkl, A. Verdross, F. Kaufmann, G. Bergmann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