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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1)

安 晟 助
**

요 약

  우리나라의 법  담론에는 낯설지만 괴델정리는 이미 비 법학자들에 의해 법

의 불확정성을 입론하는 논거로 원용되어 왔다. 괴델정리란 산술체계 내에 직

으로 참이지만 그 체계 내의 공리  방법으로는 참값을 유도해 낼 수 없는 산술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정리이다. 즉, 수론에 한 어떠한 형식체계에도 그 

체계 내에서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증명이다. 이는 단

순한 정수조차 완 한 공리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 때문에 불완

성정리라고 말한다.

  괴델정리는 법체계도 공리체계로 볼 수 있다면 불완 할 수밖에 없다는 유비  

함의를 제시해 주는바, 비 법학자들은 언어  모호성과 모순이 완 히 제거된다 

하더라도 법체계는 불확정 일 수밖에 없다는 논변을 개하 던 것이다. 그러나 

괴델정리는 엄연히 수론에 한 정리이므로 이 정리가 법체계에 용될 수 있다

는 논변이 유비  함의에 그치지 않고 논증으로서의 신빙성을 지닐 수 있기 해

서는 이에 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함을 역설하 고, 그 증명을 제시해 보았다.

  괴델정리로부터 다양한 법이론  함의가 도출된다. 우선 법은 확정  체계일 수

는 없지만, 그러한 불확정성은 제한된 범  내에서의 불확정성을 의미한다는 을 

입론하 다. 한 법  추론에 법 의 직 이 요구된다는 과 괴델정리는 라톤

주의와 자연법론을 옹호해 다는  등을 제시해 보았다. 나아가 괴델정리와 달

리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는 법체계에 용될 수 없음을 보 으며, 이로부터 법

(철)학  논의에 수학·철학 등 법 외  논의를 도입하는 데에는 신 함이 요구된

다는 함의를 이끌어 내었다.      

주제어: 괴델정리, 비 법학자, 법의 불확정성, 라톤주의, 자연법론, 비트겐슈타

인, 논리실증주의, 빈서클, 뢰벤하임-스콜렘 정리, 직 의 정당화

 * 우리 학계에 다소 생소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게재를 결정해 주신 ｢서울
대학교 법학｣ 편집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대학원 시절부터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천착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
돋워 주신 김도균 교수님과,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상의 여러 오류를 지적
해 주신 논문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安 晟 助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 683∼731684

I. 괴델정리의 지성사적 배경과 의의 

  

1999년 타임지는 지난 20세기를 빛낸 가장 뛰어난 과학자와 사상가(Scientists 

& Thinkers)의 한 사람으로 쿠르트 괴델(Kurt Gödel)을 선정하 다.1) 타임지를 

통해 알려지기 부터 사실 괴델과 그의 정리는 서구 지성계를 심으로 리 

논 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법학계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 비교  최근까

지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는 그의 이론에 주목한 논의는 상 으로 드문 

형편이다.2)

괴델은 1906년 재의 체코슬로바키아의 부 도시인 루노(Brno; Brünn)에

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모두 독일계 으며, 그가 태어난 도시는 그 당시 합스

부르크왕국의 섬유산업의 심지 다. 열 살 때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흥미를 보

인 괴델은 1924년 빈 학에 입학하여 물리학을 공하 으나, “정확성에 한 흥

미에 이끌려” 1926년에는 공을 수학을 바꾸었고, 이후 1928년에는 수리논리학

을 공부하 다. 괴델은 철학 으로 라톤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의 철학

 토 는 빈 학 하인리히 곰페르츠 교수3)의 철학사 강의를 들으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괴델은 빈 학 재학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으로 유

명한 빈서클(Vienna circle)의 청4)을 받아 1926년부터 1928년까지 매주 정기

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 다.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괴델은 다른 참석자들과는 

달리 “경험 으로 검증될 수 없는 모든 명제는 무의미하다”는 논리실증주의자들

1) The Times는 “The Most Important People of the Century”라는 표제 하에 정치⋅혁명
가, 예술⋅연예인, 웅 및 상징적 인물(Heroes & Icons) 등 총 다섯 분야에서 각 20인
씩 총 100명을 선정하 으며, 이 중에서 전 분야를 통틀어 20세기 최고의 대표인물로
는 아인슈타인이 꼽혔고, 기타 처칠, 간디, 케네디, 펠레, 비틀즈, 빌게이츠 등이 이 반
열에 올랐다. The Times, Monday, March 29, 1999.

2) 독일의 경우 Eckehart Köhler, “Wie Gödel Kelsens Rechtspositivismus widerlegen 
würde”, in: Clemens Jabloner & Friedrich Stadler(Hrsg.), Logischer Empirismus und 
Reine Rechtslehre, 2001 정도가 눈에 띈다. 이 논문과 책에 대한 서평으로는 심헌섭, 
Logischer Empirismus und Reine Rechtslehre, 서울 학교 법학, 제43권 제1호, 2002, 
487-493면 참조.

3) 곰페르츠 교수의 부친인 테오도르(Theodore)는 고대철학 분야의 저명한 교수 다. 
4) 빈서클은 초청받은 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 저명한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도 

이 모임의 초청을 받지 못했으나, 괴델은 이미 학부시절에 자신의 수리논리학 지도교
수인 한스 한(Hans Hahn)의 소개로 초청을 받았다. 괴델 이외에도 Friedrich Waismann, 
Herbert Feigl, 그리고 Karl Menger 등이 학생시절에 초청을 받았다. 이 중 허버트 파이
글은 후일 “논리실증주의의 기원과 정신”이란 글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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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념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1928년부터는 빈서클의 핵심신조를 반증할 

수 있는 불완 성정리의 증명에 착수해, 1930년 수학(metamathematics)에 한 

학회에 참석하여, 20세기의 가장 요한 수학  정리로 일컬어지는 ‘불완 성정

리(Incompleteness Theorem)’를 발표하 다. 이후 괴델은 1952년에 하버드 학교

에서 명  박사학 를 수여받았고 1953년에는 린스턴 고등과학원의 구멤버

가 되었다. 은 시 부터 편집증에 시달렸던 괴델은 증세가 악화되어 음식에 독

이 있다고 거부하기 시작하 고 마침내 양실조와 굶주림으로 1978년 72세에 

린스턴병원에서 일생을 마감하 다.5) 

괴델이 증명한 불완 성정리란 한 마디로 말해, 매우 단순한 형식체계, 컨  

산술체계6) 내에서조차 “직 으로 참이지만” 그 체계 내의 공리  방법7)으로는 

참값을 유도해 낼 수 없는 산술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정수론

(number theory)8)에 한 어떠한 형식체계에도 그 체계 내에서는 참인지 거짓인

지 결정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증명이다. 달리 말하면 단순한 정수조차도 

완 한 공리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이를 “불완 성정리”라고 

말한다.9) 참이지만 증명불가능한 산술  명제의 를 하나 들자면 ‘골드바흐의 

5) 이상 괴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Rebecca Goldstein, Incompleteness: The Proof 
and Paradox of Kurt Gödel, 2005; Hao Wang, From Mathematics to Philosophy, 
London, 1974를 주로 참조하 다.

6) 산술은 자연수의 구조를 다루며,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과 연수관계(連數關係; succe-
ssor relation)에서 출발한다. 이 때 연수관계란 어떤 자연수 ‘n’이 주어졌을 때 순서에 
따라 ‘바로 다음 수’인 ‘n+1’을 얻게 해 주는 관계를 말한다. 뺄셈과 나눗셈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산술적 연산들은 ‘덧셈’, ‘곱셈’, 그리고 ‘연수관계’로부터 정의할 수 있다. 
자연수에 대한 대표적 공리로는 이탈리아 수학자 페아노(G. Peano)가 제안한 페아노의 
공리(Peano’s axioms)가 있다. 페아노의 공리는 1) 1은 자연수이다. 2) 모든 자연수 ‘n’
은 그 다음 자연수 ‘n’을 갖는다. 3) 1은 어떤 자연수의 연수(다음 수)도 아니다. 4) 두 
자연수의 연수들이 같다면 두 수는 서로 같다. 5) 어떤 자연수들의 집합이 1을 포함하
고 모든 원소에 대해 그 다음수를 항상 포함한다면 그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다. 
“1+1=2”라는 산술적 명제도 바로 이 페아노의 공리를 통해 연역적으로 증명할 수 있
으며, 그 증명과정은 생략한다. 

7) 공리적 방법이란 어떤 명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리 또는 공준으로 인정하고, 그런 
공리를 바탕으로 정리라 알려진 다른 명제를 도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리는 수학의 
‘기초’이며, 정리는 상위구조(superstructure)로서 논리학의 원리에 따라 “공리로부터 유
도”된다. Ernest Nagel & James R. Newman, Gödel’s Proof, Revised Ed., New York 
Univ. Press, 2001, p. 3.

8) 정수론이란 정수들 간의 관계(relationships of integers)를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9) 괴델의 불완전성정리는 원래 상기의 정리(이를 제1불완전성정리라 한다)와 함께 이의 

따름정리(corollary)로서 “수론에 적합한 어떠한 형식체계의 무모순성은 그 체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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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Goldbach’s conjecture)’이 있다. 골드바흐의 추측이란 “2보다 큰 모든 짝수

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정리다.10) 두 소수의 합이 아닌 짝수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리는 분명 직 으로 참이지만, 산술의 공리에서

는 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참이지만 증명불가능한 산술  명제의 한 

가 될 수 있다.11)

괴델정리는 인류 최 의 과학 는 학문이 싹튼 이후 장구(長久)한 지성사에 

걸쳐 지식의 엄 성과 확실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고  그리스 창

기 이래 수학  지식은 인간이 가진 지식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연역을 통한 공리  방법(axiomatic method)은 선험 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도 반박될 수 없고,12)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명증한 무류 (無謬

的) 지식의 토 가 된다고 믿어져 왔던 것이다. 기하학의 공리가 그 표 인 

이다. 

그러나 수학  지식과 공리  방법에 한 확고한 믿음은 19세기 무렵 무 지

기 시작했다. 그 결정 인 이유는, 직 으로 볼 때 무나 자명한 것으로 여겨

져 온 ‘공리계 자체’의 ‘진실성’이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컨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개 공리 에서 평행선 공리13)는 자명하지 않다는 이 지 되었는데, 

 는 증명할 수 없다(제2불완전성정리)”의 두 가지이다. 단, 논의 목적과 편의상 이하 
본고에서 괴델정리라 하면 제1불완전성정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10) 예컨대, 6=3+3, 8=5+3, 10=5+5, 100=97+3.... 등이 있다. 
11) 다만 골드바흐의 추측이 괴델정리의 맥락에서 “결정불가능한” 명제인지, 단순히 “증명

되지 않고” 있는 명제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다 적실한 결정불가능한 명제에 
대해서는 로저 펜로즈 외 3인/김성원⋅최경희 역, 우주⋅양자⋅마음, 2002, 227면 이하 
참조. 펜로즈에 의하면 “굿스타인 정리”는 “수학적 귀납법”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참’인 명제이다.

12) 예컨대 어떠한 경험도 “3+7=10”라는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 특정 물건을 각각 3개와 
7개를 샀는데 9개가 있다면, 물건의 숫자를 다시 세어야 하며, 설령 10개의 물방울이 
모여 1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3+7=10”이라는 수학적 결론을 뒤엎을 수 없다. 즉, 
선험적인 수학지식은 진리를 판단하는 준거이며, 결코 그 역할은 바뀔 수 없다. 

13) 단순히 말해, 직선 밖의 임의의 한 점을 지나 이 직선에 평행인(다시 말해 서로 만나
지 않는) 직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공리이다. 유클리드 자신도 이 공리를 만족
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공리가 무한을 언급하고(reference to 
infinity)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간에서 유한한 역을 상정할 경우 어떤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이 직선에 평행인(만나지 않는) 직선을 얼마든지 그을 수 있다. 그러므
로 평행선 공리는 오직 무한대를 상정할 때만 타당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Rebecca 
Goldstein, Ibid., footnote 2 at 130; Ernest Nagel & James R. Newman, Ibid., footnote 
1 at 8. 이 평행선 공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원론의 다섯 번째 공준 즉, “두 직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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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른 4개의 공리는 제한된 공간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나 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평행선 공리는 무한 를 상정하고 있는바, 무한에 한 

인간의 직 은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공리가 참임을 증명하기 해 다른 

네 공리로부터 이 공리를 유도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하 고, 오히려 평행선 

공리가 부정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14)에 용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등장하

게 됨으로써 명징 인 공리체계를 확립하는데 기 가 되는 수학  직 도 ‘자명

성’을 담보하기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집합론에서도 이러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은 집합론에서 역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원소가 아닌 모든 집합들의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은 자신의 원소이기도 하고 자신의 원소가 아니기도 한 

모순된 집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학에 쓰이는 공리로부터의 연역  

추론이라는 표  방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다. “이 문장은 거짓이

다”와 같은 역설이 일상 언어에서도 발생할 수 있듯이, 그 ‘의미론  내용’이 완

히 제거되지 않는 한 집합론과 같은 단순한 수론체계에 있어서도 역설의 발생

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15) 

이처럼 인간의 직 이 매우 간단한 수학  공리체계에 있어서조차 틀릴 수 있

고, 집합론과 같은 단순한 수론체계에서도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

지면서, 수학자들은 수학  논의의 엄 성과 확실성을 획득하기 해 직 과 의

미론  내용을 모두 제거한 공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처

럼 직 에 한 호소와 의미론  내용을 완 히 제거한 공리체계를 ‘형식체계

른 한 직선을 만나 생기는 두 교각(같은 쪽)의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 두 직선을 두 
교각이 있는 쪽으로 무한히 연장하면 반드시 교차한다”는 공준과 동치인 공리로서 플
레이페어(Playfair)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14) 예컨대 구면에서는 직선 밖의 임의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직선과 반드시 만나
게 된다. 그것들은 모두 직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5) 러셀은 수론에서 이러한 역설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산술체계
로부터 의미론적 내용을 모두 제거하려는 노력, 즉 산술의 형식화(dogmatic in form)를 
위한 작업을 화이트헤드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바,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저 유명한 
‘수학의 원리(PRINCIPIA MATHEMATICA)’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두 저자는 완전한 
연역체계(deductive system)을 구상하고 있으며, 만족스런 해결(satisfactory solutions)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Alfred North Whitehead & Bertrand Russel, PRINCIPIA 
MATHEMATICA, Vol. I, Second Edition,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27, p. 
v. 참조.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괴델의 불완전성정리에 의해 ‘수학의 원리’의 원대한 목
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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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system)’라고 한다. 형식체계는 어떤 의미를 지닌 상징들이 아니라 완

히 무의미한 기호들로 구성되며, 이 기호들의 의의는 오로지 각 기호들 사이의 

계에 해 정해 놓은 규칙에 의하여 정의될 뿐이다. 모든 의미가 제거되기 

의 공리체계는 컨  수론에 한 산술체계나, 집합에 한 집합론, 는 공간

에 한 기하학에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형식체계는 그야말로 그 어떤 것에 

한 것도 아니다. 그 기 때문에 형식체계를 논할 경우에는 수나 집합이나 공

간에 한 직 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 이는 수학  직 에의 의존을 탈피

하기 한 것이며, 이 게 함으로써 수학  활동을 어떤 상상력이나 독창성도 

필요 없는 순 히 기계 인 과정으로 환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형식화된 

공리체계가 무모순 이고 수학의 모든 진리를 증명하는데 합한 것으로 밝 진

다면 수학의 확실성이 확고하게 정 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수학에서 모든 직

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형식주의(formalism)’이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의 선 에 다비드 힐베르트가 있었다. 그는 수학의 여러 분야를 체계 으로 

형식화할 것을 제안하 으며, 이처럼 수학에 있어서 연역체계를 완 히(complete) 

형식화(formalization)하려는 시도를 ‘힐베르트 로그램(Hilbert program)’이라고 

한다.

그러나 괴델의 불완 성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힐베르트 로그램

이 성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직  요소를 제거한 산술의 형식체계 내에

서조차 “직 으로는 참이지만”, 그 참과 거짓을 결정할 할 수 없는 산술  명

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 으로 “직 에의 호소”는 결코 완 히 제거될 수 없

음을 보여  것이다.

재까지 괴델정리의 철학  함의에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1961년에 옥스퍼드의 존 루카스는 괴델정리와 지성의 본질 사이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괴델의 정리는 기계론(Mechanism)이 오류임을 증명한 것 같으

며, 따라서 정신(Minds)은 기계로 설명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 같다.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의 모든 수리논

리학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털어 놓았다(confessed). 그러나 그들은 모든 반론에 

한 충분한 답변이 주어져 논쟁이 정리될 때까지 자신의 입장을 단정 으로 

내세우기를 꺼려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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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역시 옥스퍼드의 수학자인 로  펜로즈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괴델정리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업 이다. 하지만 그의 결과

는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이해와 통찰은 어떤 기계  규칙들의 집합

(any set of computational rules)으로도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논거

가 될 수 있다. ( 략) 한 괴델의 정리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한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사고(human thinking)에는 컴퓨터로는 도

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나의 논변을 지지해 주는 이론  토 를 제공

해 다.”17)

그러나 괴델 자신은 자신의 정리로부터 인간 정신의 본질에 한 결론을 도출

해 내는 데 훨씬 신 한 태도를 취했다. 이 은 괴델이 1951년에 한 어느 강연 

내용에 잘 나타난다. 그는 “정신과 기계(Minds and Machines)에 하여 다음과 

같이 논 했다.18) 

  “인간의 정신(human mind)은 모든 수학  직 을 정식화(formulating) 는 

기계  차화(mechanizing) 할 수 없다. ( 략) 수학  직 도 일종의 기계라는 

을 증명할 수 있는 정리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경험 으로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참이라고 증명될 수 

없[다](cannot be proved to be so).”

  “두 번째 결론은 다음과 같은 선언 (選言的) 단(disjunction)이다. 즉, 인간

의 정신이 모든 기계를 월하거나 - 좀 더 정확히는 인간의 정신은 수론의 문

제들(number theoretical questions)을 어떠한 기계보다도 더 많이 결정할 수 있

거나 - 아니면 인간 정신으로도 결정할 수 없는 수론의 문제들이 있거나 둘  

하나이다.” 

술한 괴델 자신의 입장은 루카스나 펜로즈의 견해보다 훨씬 제되어 있다. 

즉, 인간의 정신이 기계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에서

16) John R. Lucas, “Minds, Machines, and Gödel”, Philosophy, XXXVI, 1961, p. 112.
17) Roger Penrose, Shadows of the Mind: A Search for the Missing Science of 

Consciousness, Oxford Univ. Press, 1994, p. 65.
18) Hao Wang, Ibid., p. 324.



安 晟 助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 683∼731690

는 두 사람의 입장과 동일하지만, 기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인간의 정신능력, 

다시 말해 직 조차도 어쩌면 기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

이다. 이는 곧 직 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기계  과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인간의 직 이 기계  과정일 수 있다는 증명은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도 함께 피력하고 있다.19) 

요컨  “정신과 기계”에 한 괴델 자신의 입장은 인간의 정신이 기계를 월

해 있거나, 아니면 정신조차 일종의 기계이거나 둘 의 하나라는 선언명제

(disjunctive proposi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 보인다.20)

II. 불완전성과 불확정성: 괴델정리의 법적 논의로의 도입

1. 법적 불확정성의 근거로서 괴델정리

법  논의에 있어서 괴델정리가 원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비 법학자

(Critical Legal Studies)들에 의해서 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들은 “법은 과학

이며, 법  추론은 기계 으로 명료하게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법형식주의

(legal formalism)를 강력하게 논박하고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 실주의

(legal realism)의 이론  계승자로서 법 용의 결과는 결코 형식주의 으로만 결

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요소에 좌우될 수 있으며, 따라서 

19) 만일 직관이 기계적 과정의 하나라면, “직관은 기계적 과정이다”라거나 “직관은 기계
적 과정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모두 직관 내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명제들이기 때문
이다. 아울러 “직관이 기계일 가능성도 있다”는 괴델의 신중한 견해에 있어서 ‘기계’
는 모든 수학자들의 기계적 판단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형식체계
(universal formal system)를 지칭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학자를 비
롯해 누구나 각각의 상이한 직관적 사고패턴(algorithm)을 지닐 수 있음은 분명하기 때
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Roger Penrose, The Emperor’s New Mind, Oxford Univ. 
Press, 1989, pp. 535-536 참조. 동 문헌에서 펜로즈는 수학적 직관에 상응하는 ‘보편
적 형식체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너무 복잡하고 모호해서 그 자체의 진위여부
를 판별할 수 없고, 따라서 ‘참(truth)’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직관이 
수학적 ‘참’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전제에 모순이므로, 직관은 본래적으로 ‘비기계적 
성격(non-algorithmic nature)’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논증하고 있다.

20) 그러나 설령 직관이 기계적 과정의 일종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직관은 분명 어떠한 공
리체계보다도 많은 것을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괴델정리의 직접적 함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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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추론은 단 하나의 정답에 도달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상호 모

순되는 두 개 이상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른바 ‘법  불확정성(Legal 

Indeterminacy)’ 테제를 주장하 다. 법 실주의자들이 주로 실천 (practical) 측면

에서 법의 불확정성을 논 했던 반면, 비 법학진 에서는 보다 철 하게 이론

인 차원의 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언어  모호성을 통해 불확정성 논변을 

입론하 던바, 언어의 주 이고 부정확한 속성으로 인해 언어에 의존하는 법 

역시 그러한 모호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변을 개하 다. 나아가 이

들은 괴델의 불완 성정리로부터, 설령 법으로부터 언어  모호성이 완 히 제거

될 수 있다 하여도 법은 본래 으로 불확정 일 수밖에 없다(the law still must 

prove inherently indeterminate)는 논증을 할 수 있게 된다.21) 한 마디로 괴델의 

불완 성정리는 비 법학자들의 법  불확정성 논변에 결정 인 이론  근거를 

제시해 다는 것이다. 컨  Anthony D’Amato와 John M. Farago는 괴델의 불

완 성정리가 법에 있어서 입증도 반증도 불가능한 명제가 무한한 정도로 존재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다고 주장하 다.22)

그러나 괴델정리는 수학, 좀 더 정확히는 수론의 형식체계에 한 정리이다. 

비록 수학 인 체계와 법  체계가 일정한 유사성(analogy)을 지닌다고는 하지만 

수론에 한 정리로부터 곧바로 법  함의를 이끌어 내기 해서는 분명 신 하

고 엄 한 별도의 논증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맥

락에서 Ken Kress는 뢰벤하임 스콜렘 정리(Löwenheim Skolem Theorem)와 같은 

수학  증명은 법률 어(legal English)에는 용될 수 없다고 히 지 했던

바, 그에 따르면 수학  용어의 의미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 용어(legal 

homonyms)와는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23) 한편 John M. Rogers와 

21) 이에 대해서는 Mark R. Brown & Andrew C. Greenberg, On Formally Undecidable 
Propositions of Law: Legal Indeterminacy and the Implications of Metamathematics, 
Hastings Law Journal, August, 1992, 1439-1441 참조.

22) Anthony D’Amato, Can Legislatures Constrain Judicial Interpretation of Statutes?, 75 
Virginia Law Review, 1989, p. 597; John M. Farago, Intractable Cases: The Role of 
Uncertainty in the Concept of Law, 55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1980, pp. 
226-229 참조.

23) Ken Kress, A Preface to Epistemological Indeterminacy, 85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990, pp. 144-145. Ken Kress가 괴델정리는 명시적으로 논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논의맥락에 비춰 볼 때 충분히 괴델의 불완전성정리도 법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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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E. Molzon은 이러한 논박의 정도를 다소 완화시켜, 괴델정리가 법체계에

도 매우 유 성이 있는(germane)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이는 동일한 법으로부터 

법이 어떠한 결과라도 도출해 낼 수 있을 만큼 극도로 불확정 이라는 함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정된 범  내에서의 선택지를 허용하고 있을 뿐

이라는 온건한 반론을 펴기도 하 다.24) 

2. 괴델정리의 법적 논의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증명

그 다면 과연 괴델정리가 법  논의에 용될 수 있다는 증명은 어떻게 가능

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 으로 볼 때, 괴델정리가 수론과 같이 제한되고 엄 한 체계에 용될 수 

있다면 그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체계인 법에는 당연히(a fortiori) 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다. 괴델정리는, 컨  “이 명제는 증명불가능하다”

처럼 자기기술(self-description)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복잡한(sufficiently complex) 

체계에서는 용될 수 있는바, 단순한 수론체계조차도 이러한 자기기술을 허용한

다면, 이보다 훨씬 풍부한 표 이 가능한(expressive) 법규칙들(legal rules)은 당연

히 자기 자신을 기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직 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25)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아무리 자명

해 보이는 직 도 틀릴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괴델정리를 원용해 법체계의 불

확정성을 입론하기 해서는 괴델정리가 법체계에도 용될 수 있는지에 하여 

매우 엄 한 논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6)

24) John M. Rogers & Robert E. Molzon, Some Lessons about the Law from 
Self-Referential Problems in Mathematics, 90 Michigan Law Review, 1992, pp. 1008, 
1021-1022 참조.

25) John M. Rogers & Robert E. Molzon, Ibid., p. 1009 참조. 괴델의 불완전성정리는 원
래 자기지시(self-reference)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역설(paradox)과 접한 연관이 있다. 
즉, 자기기술(self-description)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복잡하고 무모순적인 체계라면 역
설적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bid., p. 1010 참조. 한편 동양에서도 불교논
리학은 일찍이 이러한 역설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컨대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불교적 명제가 그러하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어상위(自語相
違)’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상일, 괴델의 불완 성정리로 풀어 본 원효(元曉)의 비

량론(判比量論), 2003, 74면 이하.
26) 이 점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Girardeau A. Spann은 

“The differences between formal logical systems and our less rigorous legal system are 
substantial enough that it is probably not useful to attempt a direct appl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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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이 강구될 수 있다.

첫째는 괴델이 증명한 방식27)에 따라서 법체계의 불완 성을 직 으로 증명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 으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괴델의 산술체계의 

불완 성을 증명하기 해 다수의 기호식과 증명규칙을 사용했던바, 그 증명과정

은 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만일 간단한 산술체계가 아닌 법체계의 불완 성을 

괴델의 방식을 따라 증명하기 해서는 신 인 노력(herculean effort)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산술의 명제를 기술  방법을 동원해 그에 상응하는 법명제로 표 하

Gödel’s theorem to legal or philosophical analysis”고 지적하고 있다. Girardeau A. 
Spann, Secret Rights, 71 Minnesota Law Review, 1987, pp. 698-699. 서울대 철학과의 
김 정 교수님은 2005년 여름 “괴델정리를 통해 법체계의 불완전성을 입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법체계의 불완전성은 별도의 증명을 요한다”라는 
짧지만 인상적인 답변을 해 주신 바 있다. 필자로 하여금 지적 자극을 갖게 해 준 의
미있는 지적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감사 드린다.

27) 괴델의 증명은 전반적 구도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명제 G가 있다고 하자. G: G
는 이 체계 내에서는 증명불가능하다. 그렇다면 G의 부정 ~G는 다음과 같다. ~G: G
는 이 체계 내에서는 증명가능하다. 만일 G가 증명가능하다면, G의 부정명제 ~G는 
참이다. 그리고 어떤 명제의 부정이 참이면, 그 명제는 거짓이므로 G가 증명가능하다
면, G는 거짓이다. 그러나 G가 증명가능하다면, 이는 G가 참이란 뜻이다. 이 체계가 
무모순적인 체계라고 가정할 때(만일 모순적 체계이면 G도 ~G도 증명가능하기 때문
에), G가 증명가능하면 G는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다. 이것은 모순이며, 따라서 G는 
증명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 체계가 무모순적이면, G는 이 체계 내에서는 
증명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결국 명제 G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G는 참인 
명제이다. G가 참이라는 점이 이 체계 내에서는 증명되지 않지만, 체계를 넘어서 들여
다 볼 수 있는 ‘직관’에 의해 확인된다. 요컨대, 직관적으로 참이지만, 체계 내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괴델은 이 증명과정에서 명제 G를 이른바 
‘괴델기수법’에 의해 산술명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산술체계 내에서 참이지만 증명불가
능한 명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괴델기수법’은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명제 G의 문장을 논리 기호들만으로 나타내 ‘형식체계화’하고, 이 논리 기호들에 일정
한 수를 부여함으로써 결국 산술만으로 이루어진 명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명제 
G를 형식체계의 명제로 바꾸고, 또다시 이를 산술명제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다
음과 같은 논리 기호 “부정(not; ~)”에는 1을, “만일...그러면...(if...then...)”에는 2를, “변
수(variable; x)”에는 3을, 그리고 “등호(equals; =)”에는 4를 부여하는 것 등이다. 이렇
게 함으로써 명제 G는 형식화된 논리기호만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이 형식화된 명제
는 또다시 산술명제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명제 G에 대한 결론 
“직관적으로 참이지만 체계 내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산술을 포
함하는 형식체계 내에서는 직관적으로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것이 괴델의 제1불완전성정리이며, 괴델은 더 나아가 산
술을 포함하는 어떠한 형식체계에서도, 예컨대 공리를 추가해 G를 형식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체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가능함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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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법  사례로 표 함으로써 산술체계의 불완 성으로부터 법체계 는 법  

사례의 불완 성을 입론하는 것이다.28) 그러나 이 방법에 해서는 산술명제와 

법명제의 상호 환을 한 기술  방법의 어려움은 차치하고, 설령 이러한 방법

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법체계 일반의 불완 성은 입론될 수 없

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괴델의 정리는 어떠한 산술

체계에서도 용될 수 있지만,29) 산술명제를 환해 구축한 특정한 법체계가 다

른 법체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고 별도의  다른 증명을 요구하

기 때문이다.30)

마지막으로 차선책이지만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은 “특정한 법  맥락에서 불확

정 인 법명제(an indeterminate legal proposition within a specific legal context)”

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즉, 괴델이 사용했던 증명방식과 마찬가지로 “G는 이 체

계 내에서는 증명불가능하다”처럼 “이 명제가 불확정  법명제로 제시될 때에는 

법은 이 명제가 참이라고 결정할 수 없다”는 법명제를 만들고, 이것이 곧 자신을 

포함하는 법  사례의 자기지시  구조를 “반 (mirror)”31)하도록 하여, 이 명제

의 증명불가능성으로부터 주어진 법  사례의 불확정성을 입론할 수 있도록 상

황을 설정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은 완 한 증명은 아니며, 단지 미시

(microcosmic) 근방법에 불과하지만 법은 본래 으로 불확정 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32)

28) 이러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예컨대, 산술의 표현도구인 각 숫자에 그에 대
응하는 법개념과 규칙을 부여하여, 가령 “2: 원고, 3: 피고, 8: 승소하다, 10: 패소하다”
라고 하고, 이 법체계에는 “원고는 패소한다”는 공리가 지배한다고 가정한다면 “원고
가 패소하다”라는 법명제는 “2(원고)×5=10(패소하다)”라는 산술적 명제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피고가 승소하게 될 것이므로 “3(피고)+5=8(승소하다)”이라는 명제로 표현할 
수도 있다. 법명제의 논리적 관계가 산술적 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패
소하다”라는 법명제는 공리에 의해서도 증명이 가능하지만 “2×5=10” 또는 “3+5=8”이
라는 산술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는 괴델이 자신의 증명을 위해 “=”, “~” 등
의 일정한 부호와 “x, y” 등의 변수에 일정한 수(괴델수)를 부여한 것과 유사한 방식
이다.

29) 이 점은 괴델정리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즉, 산술의 공리체계를 수정하거나 
무한히 확장시켜 보아도 이 새로운 공리계 내에서도 형식적으로 연역할 수 없는 산술
적 참명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괴델은 증명했다. Ernest Nagel & James R. Newman, 
Ibid., p. 59 참조. 

30) Mark R. Brown & Andrew C. Greenberg, Ibid., p. 1474.
31) 전문용어로는 ‘寫像(mapping)’이라고 한다.
32) 이하의 증명은 Mark R. Brown & Andrew C. Greenberg, Ibid., pp. 1477-14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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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설정할 수 있다. 

실제사례) 형식주의자인 랑델르(Langdelle) 교수는 자신의 비  학생인 구르

델(Kurt Gurdelle)과 법의 불확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계약을 맺는다.33) 계

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랑델르는 만일 구르델이 불확정 인 법명제를 포함하는 

불확정 인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오면 100달러를 주기로 약속하 다. 괴델은 

랑델의 제시조건을 승낙하고 그러한 사례를 만들기 해 떠난다. 이후 구르델

은 자신이 그러한 사례를 찾았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랑델르에게 제시하고 100

달러를 청구한다. 그러나 랑델르는 그 증명이 “터무니없고 기묘하다(prepos-

terous)”고 보아, 이를 거부한다. 

물론 이 경우 구르델은 랑델르를 상 로 계약 반에 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승패의 건은 과연 구르델이 계약조건 로 불확정 인 사례

를 찾아 왔느냐는 것이며, 다시 말해 구르델이 제시한 사례가 법에 의해 하나의 

확정 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 것이다.

구르델은 다음과 같은 가정  사례(hypothetical case) “비  학생  형식주

의 교수(Critical Student v. Formalist Professor case)”를 고안해 낸다. 

가상사례) 형식주의자인 가상의 법  교수가 한 가상의 학생과 법의 불확정

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계약을 맺는다. 교수는 만일 그 학생이 법에 의해 결

정될 수 없는, 불확정 인 법명제를 포함하는 불확정 인 사례(indeterminate 

case containing a legal proposition that cannot be resolved under the law)를 찾아

오면 100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학생은 그러한 사례를 만들어 내기 해 

히 떠나고 결국 찾아내어 교수에게 제시하 지만, 교수는 그 증명이 “터무니

없고 기묘하다”고 여겨 돈을 주기를 거부한다. 

 두 사례는 동일하며, 따라서 가상사례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명제처

럼34) 일종의 자기지시  성격을 지니고 있다.35) 그리고 가상사례에 한 법 의 

33) 이 명칭은 물론 대표적 법형식주의인 랑델(Langdell)과 비판법학자(Critical Legal Scho-
lars), 그리고 괴델의 이름에서 약간 변형시켜 따온 것이다.

34) 가상사례의 자기지시적 구조는 정확히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의 ‘콰인화’된 명제의 
구조에 더 가깝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콰인화’를 참조할 것.

35)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명제와 크레타 인이 주장한 “모든 크레타 인은 거짓말쟁이
다”라는 명제는 모두 역설을 낳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주어진 명제를 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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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곧 실제사례의 결과를 결정한다.  두 사례에서 쟁 이 되는 것은 가상

의 학생이 제시한 증명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문제이며, 과연 이를 결정할 수 있

느냐가 문제해결의 건이다. 가상사례를 통해 구르델은 가상의 학생이 제시한 

증명이 참이라는 을 결정할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

상학생이 제시한 증명은 곧 실제사례에서 구르델 자신이 제시한 증명이다. 그러

므로 이 가상사례의 자기지시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구르델의 증명: “이 증명이 불확정  사례의 증명으로 제시될 때에는 이 증명

이 참이라고 결정할 수 없다.”36) 

가상사례의 자기지시  구조를 그 로 반 할 수 있는 법명제를 만들면 다음

과 같다. 그리고 가상의 학생이 이를 불확정  법명제로 제시한다고 가정하자. 

법명제 1) 이 명제가 불확정  법명제로 제시될 때에는 법은 이 명제가 참이라

고 결정할 수 없다.”37) 

법 은 이 명제가 법에 의해 참 는 거짓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제하며 

결을 내리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딜 마에 빠지게 된다. 우선 만일 법이 이 명

제를 참으로 결정할 경우, 이 명제가 법에 해 주장하는 바는 참일 것이며, 그

다면 이 명제의 주장에 따라 법은 이 명제가 참이라고 결정할 수 없는바, 법

은 결국 법이 이 명제가 참이라고 결정할 수 없을 때 이 명제가 참이라고 결정

해야 하므로 이는 명백히 모순이다. 반면 만일 이 명제가 법에 의해 거짓이라고 

로 가정하거나 거짓으로 가정하거나 항상 역설이 생기지만, 후자는 그 명제를 참이라
고 가정할 경우에만 역설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 명제가 거짓이라면 “어떤 크
레타 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므로 “어떤 크레타 인”은 그 말을 한 크
레타 인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크레타 인은 철학자 에피
메니데스를 가리키며 흔히 후자는 에피메니데스의 역설로 불린다. 후자와 같은 유형의 
역설을 부분적 또는 불완전한 역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으로는 야마오카 에쓰로/안소현 역, 거짓말쟁이의 역설, 2004, 24-27면 참조. 

36) 가상사례의 자기지시적 구조는 “‘는 증명은 그 인용이 앞에 나오면 참이라고 결정할 
수 없는 증명이 발생한다’는 증명은 그 인용이 앞에 나오면 참이라고 결정할 수 없는 
증명이 발생한다”로 ‘콰인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7) “The law does not compel a determination that this proposition is true when it is 
offered as an instance of an indeterminate proposi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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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될 경우, 이 명제가 법에 해 주장하는 바의 부정이 참이 될 것이며, 이 명

제의 부정은 법이 이 명제를 참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바, 이 역시 모순이다. “이 법체계가 무모순 이라면” 더 

이상의 다른 결론을 도출될 수 없는바, 결국 이 명제는 법에 의해 참과 거짓의 

결정이 불가능한 불확정  법명제인 것이다.
다만 이 때 법명제가 불확정 인 이유는 법의 불확정성 그 자체 때문이 아니

라 “이 진술은 거짓이다(This statement is false)”와 같이 “이 진술(This 
statement)” 등의 자기지시  표 을 사용함으로써 언어사용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다.38) 따라서  법명제를 이러한 언어  혼동이 없는 불확정  법명제로 

환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법명제가 가능하다.39)

법명제 2) “는 그 인용구가 앞에 나오면, 법이 참이라고 결정할 수 없는 명제

가 발생한다”는 그 인용구가 앞에 나오면, 법이 참이라고 결정할 수 없는 명제

가 발생한다.40)

다소 복잡한 이 명제를 이해하기 해서는 콰인(W.V. Quine)의 역설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콰인은 술한 “이 진술은 거짓이다”와 같은 역설이 “이(this)”
라는 애매한 지시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임을 지 하면서, “이 진술은 거짓이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콰인명제 1) “는 그 인용이 앞에 나오면 거짓이 발생한다”는 그 인용이 앞에 

나오면 거짓이 발생한다(“Yields a falsehood when appended to its own 
quotation” yields a falsehood when appended to its own quotation). 

콰인명제 1)은 이해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풀어서 쓸 수가 있다. 

콰인명제 2) “는 그 인용이 앞에 나오면 거짓이 발생한다”라는 문구 앞에 그 

문구를 인용한 문장은 거짓이다. 

38) Mark R. Brown & Andrew C. Greenberg, Ibid., p. 1479.
39) 이 증명과정에서 ‘콰인화’가 필요한 이유는 괴델정리의 증명과정에서 명제 G를 언어

적 모호성이 없는 형식적 기호로 대체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40) “‘yield a statement for which the law does not compel a finding that it is true, when 

appended to its quotation’ yields a statement for which the law does not compel a 
finding that it is true, when appended to its qu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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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인명제 2)에서 “‘는 그 인용이 앞에 나오면 거짓이 발생한다’라는 문구 앞에 

그 문구를 인용한 문장”은 결국 콰인명제 2) 자신이다. 요컨  콰인명제 2)는 

“콰인명제 2)는 거짓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이 진술은 거짓

이다”라는 명제처럼 자기지시 이며 역설 인 명제인 것이다. 그리고 콰인처럼 

명제를 바꾸는 것을 ‘콰인화’라고 한다. 콰인은 “이 진술은 거짓이다”와 같은 자

기지시  명제를 ‘콰인화’하여 ‘이(this)’ 등의 구 을 제거하더라도 역설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41) 
법명제 2)는 소  법명제 1)을 ‘콰인화’ 한 것이며, 술한 바와 같이 결정 불

가능한 명제로부터 “이 문장” 등의 자기지시  표 을 제거하더라도 역시 동일

한 역설이 발생한다. 즉, 법명제 1)에서 자기지시  표 을 모두 제거하여 법명

제 2)처럼 바꾸어도 여 히 동일한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증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술한 사례는 법이 불확정 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다. 법 은 법이 일정한 

법명제의 진 를 결정해  수 있다는 제하에 그 명제가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모두 검토해 보았지만 결국 역설이 발생하 던바, 그 이유는 법이 모든 

법명제의 진 를 결정해  수 있다는, 즉 법이 확정 이라는 제가 틀렸기 때

문이다. 다만 이러한 결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앞서 증명한 것은 일정한 조

건의 성취를 요구하는, 무모순 인 계약법  체계 내에서는 법이 불확정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체계의 불확정성은 별도의 증명이 필요할 것이다. 컨  

형사법체계에서의 불확정성은 불확정  형사사례와 법명제의 고안을 통해서 입

론될 수 있을 것이다.42) 

III. 플라톤주의와 괴델정리

1. 수학적 플라톤주의와 괴델 

괴델은 수학에 있어서 ‘ 라톤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라톤주

의란 ‘경험주의’에 반 되는 입장으로서 인간의 경험을 벗어나 존재하는 ‘객  

41) Willard van Orman Quine, Pursuit of Truth, 1990, pp. 82-84. 야마오카 에쓰로/안소현 
역, 앞의 책, 199-122면 참조.

42) Mark R. Brown & Andrew C. Greenberg, Ibid., p.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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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의 존재를 정하는 철학  입장을 말한다. 라톤은 그러한 객  실체를 

‘형상’ 는 ‘이데아’라고 불 다. 이데아는 존재하는 모든 상들의 제로서 그 

스스로는 모든 변화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 기 때문에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데아 이외의 감각 인 개별  사물들과 구분된다. 즉, 이데아는 모든 존재의 

원  형태이며 이에 반해 실의 개개의 사물들은 이데아에 참여하거나 이데

아를 모방하는 한에서만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 나아가 라톤은 이데아는 오류

가 불가능한 완 한 지식인데 비해 감각세계의 사물들은 불확실하고 오류를 범

할 수 있는 주장의 상일 뿐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데아는 개별 인 경험

에 계없이 가장 보편타당한 인식 상이고, 이데아의 내용은  확실성을 

지닌 원한 이성진리(Vernunft-wahrheiten)라는 것이다.43) 그리고 라톤은 이성

 사유에 의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 다.44)

라톤  을 수학에 용해 수학  실체의 객  존재를 추구하는 

을 가리켜 ‘수학  실재론’ 는 ‘수학  라톤주의’라고 한다. 수학  라톤주

의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고  소피스트들의 명제에 반 하며, 수학  

진리는 일체의 인간  행 와는 무 하게 결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 입장

에 따르면, 수학  진리는 수학  실체(reality of mathematics), 즉 비록 추상 이

긴 하지만 그 실체를 구성하는 수나 집합과 같은 실체  요소들(real entities)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수학  진리는 라톤의 ‘형상’ 는 

‘이데아’ 개념처럼 경험 인 상을 넘어 이들로부터 독립해 있는, 월 이고 

객 인 형이상학  공간에 존재하며, 따라서 수학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지 

결코 인간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45)

괴델은 바로 이러한 ‘수학  라톤주의’의 신 자 던 것이다.46) 그런데 술

한 바와 같이 괴델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의 모임인 빈서클의 일원이었다. 이처럼 

괴델이 실증주의자들과 교류하 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역시 실증주의자 고, 괴

델정리도 논리실증주의를 표방하는 정리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컨  

43) 이에 대해서는, Hans Welzel/박은정 역,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2002, 38면 참조. 
44) 남경희, 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 , 아카넷, 2007, 19면 참조. 단, 플라톤의 ‘동

굴의 비유’는 이데아의 인식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노력을 필요로 함을 잘 보여준다.
45) Rebecca Goldstein, Ibid., p. 44-47. 
46) Eckehart Köhler도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Der wichtigste gegenwärtige 

Platonist im Gebiete der Mathematik war zweifellos Kurt Gödel”, Eckehart Köhler, 
ebd., S.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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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Edmonds와 John Eidinow는 최근 그들이 펴낸 “Wittgenstein’s Poker”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괴델정리에서도 빈서클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고 평가하

다.47) 한 빈서클의 일원이자 명한 철학자인 카르납도 “괴델의 정리는 빈서클

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며, 괴델의 방법을 이용하면 메타논리(metalogic)도 산술

화(arithmetized)와 정식화(formulated)가 가능한바, 이로써 모든 형이상학  요소

를 제거하려는 빈서클의 계획을 실 가능하게 해  것이다”고 평가하 다고 한

다.48)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완 히 잘못된 것이며, 괴델정리의 법이론  의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재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논리실증주

의의 기원과 그 철학  지향 을 검토해 보고, 그것이 라톤주의와 다른 을 

확인한 뒤, 괴델정리의 법이론  의의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2. 논리실증주의와 빈서클

20세기 반 라톤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반형이상학  을 명백히 천명

하며 등장한 사상사조로서 ‘논리실증주의’가 있다. 이들은 형이상학  사변, 특히 

선험 이고 월 인 유형의 사변에 철 하게 반 했으며, 경험과학  방법론을 

동원하여 철학  연구의 통  방식에 뿌리박  있는 신비  모호성과 형이상

학  경향을 일소하려 하 다. 이들은 종종 ‘논리경험주의(logical empiricism)’ 

는 ‘ 진  경험주의(radical empiricism)’라고도 불린다. 이들이 일종의 경험주의

로 이해되는 것은 경험에 의한 과학 ․실증  방법에 의해 지식의 한계를 찾고

자 한 데이비드 흄과 콩트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49) 이들은 ‘지식’에 

한 경험주의자들의 이론을 ‘의미’에 한 이론으로 환시켰다. 경험주의자들은 

지식의 진 는 경험  수단을 통해서만 별이 가능하다고 보았듯이, 논리실증주

의자들은 명제는 그 진 가 경험 으로 검증가능한 경우에만 ‘유의미’하고 검증

불가능한 경험 인 명제는 ‘무의미(nonsensical)’한 것으로 보아 철 히 배척하

47) David Edmonds & John Eidinow, Wittgenstein’s Poker, New York, 2001, p.163.
48) Eckehart Köhler, Gödel and the Vienna Circle: Platonism versus Formalism, in: History 

of Logic,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ction 13. 동 문헌은 Rebecca 
Goldstein, Ibid., p. 104의 footnote 17 참조.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문헌으로 재인
용하 다.

49) 이러한 평가로는 Herbert Feigl, 논리실증주의의 기원과 정신, 쿤의 주제들: 비 과 

응(조인래 편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19-21면 참조. 원전은 “The Origin and 
Spirit of Logical Positivism”, in: P. Achinstein & S. Barker(eds.), The Legacy of 
Logical Positivism, Johns Hopkins Univ. Press, 19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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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경험 으로 검증가능한 명제50)와 무의미한 명제51)를 

철 하게 구분하 던바, 경험  검증과 계없이 개념 자체에 의해 선험 으로 

진 가 결정되는 순수 수학  명제나 논리학의 ‘항진명제(tautology)’는 그러한 구

분에서 제외하 다. ‘논리실증주의’란 명칭 앞에 붙은 ‘논리(logical)’는, 바로 이

처럼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순수 수학  명제와 같은 논리  명제를 유의미한 명

제와 무의미한 명제라는 이분법  구도에서 제외시켰다는 을 강조하기 해서

라고 한다.52) 즉, 이들에 의하면 수학  명제에는 ‘서술  내용(descriptive 

content)’이 없기 때문에 경험 으로 검증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진 는 수학 자

체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추론규칙 등에 의해 증명될 뿐이라고 본다. 한 마디로 

수학은 ’구문론 (syntactic)’이라는 것이다. “수학이 구문론 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수학  명제의 진 는 형식체계의 구문론, 즉 정해진 수학  규칙에 따라 

명되게 된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골드바흐의 정리에 해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어떤 두 소수의 합이다”라고 형식체계 내에서 증명되지 못하면 ‘참’

이 아니지만, 수학  실재론, 는 라톤주의자들은 설령 증명하지 못했을 지라

도, 두 소수의 합으로 표 되지 않는 2보다 큰 짝수가 없다면 이 명제는 ‘참’이

다. 바로 이 이 수학  라톤주의와 논리실증주의의 큰 차이 인 것이다.53) 

논리실증주의는 괴델이 공부하던 오스트리아의 빈 학에서 태동하 다. 당시 

빈에는 선도 인 지식인들을 심으로 정기 으로 일정한 주제에 해 진지한 

논의를 나 는 토론그룹이 많았으며, 그 에서 철학자 모리츠 슐리크(Moritz 

Schlick)를 심으로 하는 서클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어, 처음에는 ‘슐리크 서클’

이라고 불리다가 후일  유명한 ‘빈서클(Wiener Kreis, Vienna Circle)’로 알려지

게 된다. 이 그룹은 다양한 사상가들로 구성되었는데, 철학자인 루돌  카르납,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오토 노이라트, 수학자인 한스 한, 리드리히 바이스

만, 허버트 이 , 카를 멩거 등이 그 주역이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빈의 한 카

페에서 모이다가, 1924년부터 모임을 정식화하여 당시 빈 학의 수학과 물리학 

50)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 명제란 예컨대 “버락 오바마는 흑인이며 미국의 대통령 당선
자이다”처럼 실제 사실에 비추어 그 진위의 판명이 가능한 명제를 말한다.

51) 이들의 관점에서 무의미한 명제란 대표적으로 “신은 존재한다”가 있다. 경험적으로 검
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도 무의미한 명제가 된
다.

52) Rebecca Goldstein, Ibid., p. 85. 
53) Ibid.,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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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들이 들어선 건물 지하의 한 방에서 모임을 개최하 다. 한번 모임에는 20

명 이하의 멤버들이 참석했으며, 가끔 외부에서도 참 을 하 는데 표  인물

로는 헝가리 출신의 수학자이며 게임이론을 개발한 장본인인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하버드 학의 분석철학자인 콰인(Willard van Orman Quine), 국의 

철학자 에이어(Alfred Jules Ayer), 그리고 폴란드의 논리학자인 타르스키(Alfred 

Tarski) 등이 표 이다. 이들은 괴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실증주의  

을 취하고 있었다.

빈서클에 가장 큰 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그 서클의 멤버가 아닌 비트겐슈타

인이었다.54) 특히 이 서클의 지도자인 슐리크는 비트겐슈타인에게 매우 헌신 이

었고,55) 그를 정기 으로 만났다. 빈서클은 슐리크와 한스 한의 요청에 따라 이 

모임에 참여한 기하학자 쿠르트 라이데마스터의 제안에 따라서 1924 는 1925

년 무렵부터 1년에 걸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를 두 번이나 통독하 다. 

빈의 실증주의자들은 ‘논리철학논고’가 그들이 추구하는 실증주의  에 새롭

고 순수한 기 를 제시해 다고 믿었던 것이다.56) 컨  논고 4.003은 그들의 

근본신념과 완벽하게 부합되고 있다고 보았다.

  “철학 술들에 나오는 부분의 명제와 질문들은 오류라기보다는 무의미하

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으며 단지 무의

미하다고 지 할 수 있을 뿐이다.”57)

나아가 빈서클은 논리철학논고의 마지막 명제 즉, “말할 수 없는 것에 해서

54) 이 점은 Allan Janik과 Stephen Toulmin이 지은 “Wittgensteins’s Vienna(London, 1973)”이라
는 책과 이 책의 제목만 보아도 감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말의 풍경”이란 제목으로 번역서가 출간되어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빈서클의 명예
회원(honorary member)이었고,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지만, 그 자신은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David Edmonds & John Eidinow, Ibid., p. 
149.

55) 이러한 평가는 이 서클의 주된 멤버의 한 사람인 파이글이 내린 것이다. Herbert 
Feigl, 앞의 책, 20면.

56) Rebecca Goldstein, Ibid., pp. 97-98.
57) 4.003 “Die meisten Sätz und Fragen, welche über philosophische Dinge geschrieben 

worden sind, sind nicht falsch, sondern unsinnig. Wir können daher Fragen dieser Art 
Überhaupt nicht beantworten, sondern nur ihre Unsinnigkeit feststellen.” 원문은 Ludwig 
Wittgenstein Werkausgabe, Band I, 2. Aufl., Suhrkamp, 1995를 참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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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침묵해야 한다(Wovon man nicht sprechen kann, darüber muß man 

schweigen)”는 구 에 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월한 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58)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실증주의자로 비치지만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

으며,59) 빈서클이 자신을 억지로 그들의 에 짜 맞춰 해석하는 것(fitting him 

to the procrustean bed of their precision)에 해 분노를 터뜨리곤 하 다고 한

다.60) 즉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실재한다고 보았으며,61) 다만 

논고의 마지막 명제를 통해 이는 언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을 뿐인데, 실증주

의자들이 이를 자신들의 에 따라서 왜곡하여 해석하여 ‘실증주의자’로 ‘낙인’

을 는 것에 해 분개했다는 것이다.62)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의 출 과정에서 

그 책의 주제에 해 설명한 어느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책의 요 은 윤리 인 것입니다. ( 략) 서문과 결론을 읽어 주시기 바랍

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 책의 요 에 한 가장 직 인 표 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63)

58) 이 점에 대해서는 박 식, 비트겐슈타인 연구: ｢논리철학논고｣의 해명, 1998, 169면 참
조.

59) 이 점은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전기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Gegenstand; 
object)’이란 개념을 플라톤의 ‘형상’ 개념과 유사한 것이라고 밝힌 바에서도 잘 드러
난다. PI § 48 “Diese Urelemente waren auch Russel’s ‘individuals’, und auch meine 
‘Gegenstande’(러셀의 ‘개별자들’도 나의 ‘대상들’도 이러한 원소들 - 텍스트 문맥상 플
라톤의 형상을 지칭함 - 이었다).” 

60) 비트겐슈타인과 빈서클 간의 견해 대립으로 인한 ‘불화’와 그로 인한 ‘결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Allan Janik & Stephen Toulmin/석기용 역,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

기말의 풍경, 2005, 349-365면 참조. 특히 361면. 또한 Rebecca Goldstein, Ibid., pp. 
106-108 참조.

61) 박 식, 앞의 책, 168-169면 참조. 동 문헌에 따르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명제의 검증
원리에 어떠한 제한도 설정하지 않고, 이 원리의 적용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대상의 존
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언표할 수 없고, 세계를 초월해 있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동지의 견해로 Rebecca Goldstein, Ibid., 
pp. 106, 191-192. 

62) ‘말할(gesagt)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언표(言表)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지만 단
지 ‘보여질(gezeigt) 수 있는 것’의 구분은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일관되게 강조하
고 있다. Milton K. Munitz/박 태 역, 분석철학, 1997, 370면 참조. 이 때 말할 
수 없는 것들이란 M. Munitz에 의하면 ‘논리적 형식’, ‘철학의 본성’, ‘윤리학’, ‘삶의 
의미의 문제’ 등이 있다. 앞의 책, 369-400면.

63) Paul Engelmann, Letters from Ludwig Wittgenstein, with a Memoir,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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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신의 내용에 따르면 논고의 주제는 명백히 ‘윤리 ’인 것이다. 실증주의자

들의 해석과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언표될 수 없는 것’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

하고 있는 것이다.64) 이 은 1929년에서 1930년 무렵, 비트겐슈타인이 ‘The 

heretics’라는 한 모임에서 강연한 ‘윤리학 강연(A Lecture on Ethics)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65)

  “나의 사고를 그토록 사로잡았던 내면  성향, 지 껏 모든 사람들이 윤리학

이나 종교에 해 쓰고 말하고 싶어 했던 이런 성향은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려

는 것은, 단언컨  가망 없는 시도입니다. 윤리학은, 그것이 삶의 궁극  의미

와  선, 그리고  가치에 해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

발하는 한, 로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윤리학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서도 우리의 지식에 더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학은 인간의 정신에 

내재한 일정한 성향(tendency)에 한 기록(document)이며, 따라서 나로서는 윤

리학을 진실로 존 하지 않을 수 없고, 결코 윤리학에 嘲笑를 보내지 않을 것

입니다.”66)

강연의 마지막 구 인  인용구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윤리학에 강력히 사

로잡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비록 윤리학이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 과학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인간의 정신에 내재한 일정한 성향으

로서의 윤리학을 진실로 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다. 다시 말해 비트겐슈타인에게 윤리는 매우 요하며 가치 있는 존재란 뜻이

다. 비록 윤리는 우리의 지식에 더해주는 바가 없는 월 인 상이지만 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67)

California Press, 1969, pp. 143-144.
64) 신오현, 비트겐슈타인과 스피노자의 비교연구,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의 개(한국분

석철학회 편), 1992, 75-76면; 남경희, 비트겐슈타인과 현대 철학의 언어적 전회,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51-52면 참조.

65) 캠브리지에서 한 이 강연의 원고에는 원래 제목이 없었으며, 비트겐슈타인의 유일한 
대중강연이었다고 한다.

66) Ludwig Wittgenstein, A Lecture on Ethics, in: The Philosophical Review, January 
1965, p. 12.

67) 비트겐슈타인이 윤리학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트겐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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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후기 작인 ‘철학  탐구’를 통해 ‘논고’

에서 개한 자신의 기사상을 상당부분 수정하면서 라톤주의를 강력하게 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어도 기 비트겐슈타인은 서양철학사의 주류

를 형성해 온 라토니즘(Platonism)의 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 이다.68) 어도 기 비트겐슈타인은 일정부분 논리실증주의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면서도 ‘언표될 수 없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요하

게 여기는 ‘ 월 ’ 철학자 다는 것이다.69) 

요컨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을 제한했다는 에 있어서 실증주의

타인은 윤리학이 선(善)에 대한 탐구이며, 삶의 의미과 가치에 대한 탐구이고, 삶의 올
바른 길에 대한 탐구라고 규정한다. 윤리학은 미학(美學)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윤리학과 미학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바로 이 점에서 
윤리학은 분명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사실’에 관한 
명제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경험’에 의해 검증 가능하지만 ‘가치’에 관한 
명제는 ‘사실화(factualized)’될 수 없기 때문에 검증 불가능하고 따라서 무의미한 명제
가 된다. 가치는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바깥에,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
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 가능한 사실적 명제에 의해 기술될 수 없으므로 참과 거짓을 
판명할 수 없는 무의미한 명제가 되기 때문이다. 단, 비트겐슈타인은 윤리적 명제를 
두 종류로 나눈다. 그 하나는 상대적 의미의 윤리적 명제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 명
제이다. 상대적 의미의 윤리적 명제란 “이것은 좋은(good) 의자다”, “이 길은 빈으로 
가는 바른(right) 길이다”처럼 일정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고, 강제성이 없으며, 사실적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명제를 말한다. 예컨대 “이 길은 빈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라
는 명제는 ‘거리’나 ‘길의 상태’, 또는 ‘주변의 경치’ 등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바
른’의 뜻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거리’가 목적이라면 이 명제는 “이 길은 빈으로 
가는 최단거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적 명제로 환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행인이 그 길로 가지 않더라도 그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비
트겐슈타인에게 상대적 의미의 윤리적 명제는 윤리적 명제가 아니다. 반면 절대적 의
미의 윤리적 명제로는 “그는 선한(good) 사람이다” 또는 “이것은 삶의 바른 길이다” 
등의 명제가 있다. 절대적 의미의 ‘바른 길’은 누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그런 길이다. 이는 특정한 목적과 무관
하고, 강제성이 있으며, 사실적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 명제들인 것이다. 이 때 절대적 
의미의 윤리적 명제의 성격은 예컨대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Nothing can injure me)”
처럼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경험을 나타내는 명제와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명제는 곧 “나는 나를 보호하는 신의 품에 있다”라는 명제
와 같으며, 이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세계를 초월해 있는, 따라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명제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Ludwig Wittgenstein, A Lecture 
on Ethics, Ibid., 3-12. 박 식, 앞의 책, 227-244면 참조.

68) 대표적으로 남경희, 앞의 책(각주 64), 6, 96면 참조. 
69) Allan Janik & Stephen Toulmin/석기용 역, 앞의 책, 364면. 이 점에 대한 정치한 논증

으로는 Milton K. Munitz/박 태 역, 앞의 책, 325-3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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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양립가능한 원리를 제공하 으면서도, 동시에 그들과는 달리 말할 수 없는 것

이 실제로 존재하고  더 요하다고 보았다는 에 있어서는 큰 견해 차이를 

지녔던 것이다. 이상 논리실증주의의 기원과 정신에 해 살펴본 바와 같이 괴델

은 분명히 이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괴델정리는 분명 ‘증명할 수 없는’ 참인 명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검증 불가능한’ 명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한편 빈서클에 심원한 향을 끼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 즉 검

증 불가능한 존재를 인정했다는 에 있어서는 오히려 괴델과 유사한 사상을 공

유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논고의 마지막 명제, 즉 “말할 

수 없는 것에 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괴델 불완 성정리의 

비트겐슈타인 버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70)

3. 플라톤주의와 자연법 

괴델은 ‘실증주의자들의 당’이라 할 있는 빈서클에 속해 있었으면서도 스스

로는 라톤주의  신념을 고수하 다. 그리고 그의 신념은 자신의 수학  증명

을 통해 드러난다. “직 상 산술 으로 참이지만 그 체계 내에서는 증명할 수 없

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괴델의 증명은 인간이 구축한 체계에 의해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참인 수학  실체가 분명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그 증명은 

수학을 이해하는 인간의 정신(minds)은 인간이 구축한 체계의 한계를 벗어나 독

립 으로 존재하는 추상  실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라톤  신념을 강력히 옹

호하고 있는 것이다.71)

괴델의 정리는 법이론 으로 “직 상 ‘법’이지만 해당 법체계 내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법명제가 존재한다”로 환될 수 있을 것이다.72) 이 두 명제는 모두 “직

으로 참이지만 주어진 산술 는 법의 형식체계 내에서 증명할 수 없는 명

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법  추론에 있어서도 ‘직 ’의 역할이 요함

은 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은 바로 그러한 참인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법체계’ 내에서는 증명

70) 이러한 평가로는 Rebecca Goldstein, Ibid., p. 119.
71) Rebecca Goldstein, Ibid., pp. 50-51.
72) “‘참(truth)’이지만을 ‘법(law)’이지만”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는 John M. 

Rogers & Robert E. Molzon, Ibid., pp. 99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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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지만 그것이 법 으로 참인 법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규범  직 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해당 법체계 내에서 옳은 법

은 존재하며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때의 ‘옳은 법’은 ‘해당 법체계’ 

내에서 타당한 법이라는 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만일 해당 

법체계가 ‘ 제 ’ 법체계라면 ‘ 제  성격의 법’이 옳은 법이 될 것이고, ‘민주

’ 법체계라면 ‘민주  성격의 법’이 옳은 법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괴델정

리에 의하면 산술체계 내에선 공리 으로 도출될 수 있는 명제의 ‘참’과 참이지

만 공리 으로 증명될 수 없는 명제의 ‘참’은 질 으로 동일한 성격이어야 하는

바, 만일 ‘옳은 법’이 보편타당하게 참인 법을 뜻한다면 ‘ 제  성격’의 법체계

에서 공리 으로 도출되는 법과 그것이 참이지만 증명될 수 없는 보편타당한 법

의 성격은 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증명할 수 없지만 ‘옳은 법’은 해당 

법체계, 나아가 해당 정체(政體)의 성격과 무 하게 ‘옳은’ 법이 아니라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73)

주지하다시피 술한 라톤의 이데아론은 윤리학으로까지 연장된다. 라톤에 

의하면 인간의 삶의 다양한 활동들이 어떠한 이념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비록 

삶과 행동에 모습을 부여하고 내용을 형성하는 무수히 많은 믿음과 생각들이 산

발 이고 단편 이며, 서로 상이할 수 있지만, 이들은 어떤 식으로건 상호 연

되어 있으며, 나아가 어떤 계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계의 정

에 최상 의 이념이 존재하며, 라톤은 이를 “선의 이데아”라고 불 다.74) 즉, 

우리의 삶을 향도하는 최고의 원리로서 ‘선의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75) 

라톤의 이러한 신념, 즉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고 이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도덕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신념은 ‘자연법(自然法)’ 사상으로까지 발 한

다.76) 자연법에 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Leo Strauss에 의하면 “자연법

73) 참고로 하트가 논급한 ‘승인율(rule of recognition)’도 통치구조에 따라서 ‘전제적 승인
율’, ‘과두적 승인율’, 그리고 ‘민주적 승인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는 김도균, “근대 법치주의의 사상적 기초”, 법치주의의 기 : 역사와 이념(김도균⋅최

병조․최종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12-113면 참조. 또한 이 때의 ‘옳은 법’은 민
법, 형법, 상법, 노동법, 행정법, 소송법 등 개별 법률의 고유한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
을 것이다. 

74) 남경희, 앞의 책, 200-201면 참조.
75) 이처럼 행위를 올바른 방향을 지도해 주는 ‘선의 이데아’는 비트겐슈타인적 표현으로는 

‘철학적 최상급(philosophischer superlativ)’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PI §192 참조. 
76) R. F. Stalley, An Introduction to Plato’s Laws, Oxford, 1983,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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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law)이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며, 그 본성상(by nature), 언제 어디서나 

힘을 지니거나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77) 자연법은 그 자체로 올바른 선택의 

표 , 규범  표 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78) “ 라톤은 “법률(Nomoi)”에서 

올바른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부족들의 합의와 습, 그리고 그들의 논의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비 하 다.79) 나아가 자연법에서 요구

되는 덕행의 일반  유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입법자

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자연법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바, 

라톤은 “서양에 있어서 정 하고 일 된 자연법이론을 완성한 최 의 철학자”라

는 평가도 받고 있다.80) 

요컨  라톤은 법에 있어서도 ‘이데아론’을 철시켜 ‘자연법론’을 선구 으

로 발 시킨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81) 이를 ‘수학  라톤주의’에 

비시켜 ‘법  라톤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본다. 라톤의 자연법론은 법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실제로 다양한 법과 습, 그리고 규범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궁극의 규범  실체인 자연법의 불완 한 모상(模相)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이를 괴델정리의 맥락에서 보면, “직 상 그것이 자연법이지만, 증명할 수 없

는 자연법  명제가 존재한다”는 정리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컨  헌법 제

10조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는 그 의미와 기본권성(基本權性)에 해서 

논자에 따라 이해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법  성격을 띠는 규정이라는 

은 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명제는 그 스스로 자명하게 타당하지만 그 무엇

77) Leo Strauss, Studies in Platonic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1983, p. 137.
78) 오병선,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법철학연구 제

10권 제1호, 2007, 21면 참조.
79) Nomoi 888e - 890d. 다만 플라톤은 ‘국가⋅정체(Politeia)’와 ‘정치가(Politikos)’에서는 

아르케(archē; arkhé)를 절대시 하 고, ‘법률(Nomoi)’에서는 법률의 전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르케는 권력, 주권, 통치권, 군주권 등을 의미한다. 아르케의 개념에 대해서는 
Jean Pierre Vernant/김재홍 역, Les origines pensée grecque(그리스 사유의 기원), 
2006(원전은 1962년 파리에서 출간), 13면과 66면 참조. 플라톤 사상에서 나타나는 아
르케와 법률의 갈등은 이들이 모두 권력, 법률, 관습의 유일한 기준인 ‘선의 이데아’에 
귀속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Jacqueline Bordes/나정원 역, 
Politeia(폴리테이아: 고  그리스 시민권론과 정치체제론), 대우학술총서, 2000(원전은 
1982년 파리에서 출간), 599면 참조.

80) J. Wild, Plato’s Modern Enemies and the Theory of Natural Law, Chicago, 1971, pp. 
155-156.

81) 벨첼은 플라톤이 선험적 법이론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한다. Hans Welzel/박은정 역, 
앞의 책,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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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도 연역되지 않는다.82) 이러한 맥락에서 직 으로 자연법임이 명백하

지만, 증명할 수 없는 자연법  명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직 상 

자연법이지만”이라는 부분이 요한데, 왜냐하면 규범  직 은 수학  직 과는 

달리 다양하고 상이한 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성에 의해 원불멸의 불변

하는 형상, 곧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라톤이었지만, 그가 제시

한 자연법은  에서 볼 때 매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모습을 띠고 있

었다는 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83)

IV.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1. 법이론적 함의 

(1) 법  결정에 있어서 직 의 역할과 요성 

앞서 증명했듯이 괴델정리는 법이론 으로 유의미하다. 즉, 괴델정리에 의하면 

법은 모든 분쟁을 기계  차에 따라서 형식 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을 

함축한다. 법은 언어  모호성 는 체계 내의 모순 등으로 인해 완 히 확정

일 수는 없고, 설령 그러한 모호성과 모순이 제거된 완 히 무모순  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불확정성을 본래 으로(inherently) 지닐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단에 있어서 분명 ‘통찰’과 ‘직 ’이 필요하며, 

82) 김철수, 헌법학원론, 2007, 482면; 장 수, 헌법학, 2007, 566면; 허 , 한국헌법학, 
2004, 313면. 학자들에 따라서 “근본규범(根本規範)” 또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擬制”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헌재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헌
재 2006.6.1. 98헌마216; 헌재 1992.10.1. 91헌마31; 헌재 1992.4.14. 90헌마82 참조. 같
은 맥락에서 자연법은 연역적으로 ‘추론’될 수 없고, ‘발견’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
로는 John Hart Ely/전원열 역, 민주주의와 법원의 헌심사, 2006, 135-149면 참조. 

83) 플라톤의 자연법론의 한계에 대한 지적으로는 박종현, 헬라스 사상의 심층, 2001, 
276-278면 참조. 예컨대 플라톤은 남녀차별과 노예제도를 긍정했다. 자연법에 대한 직
관이 다를 수 있다는 동지의 견해와 관련 사례의 소개로는 John Hart Ely/전원열 역, 
앞의 책, 144면. 그러나 John Hart Ely는 자연법에 대한 직관이 다르다는 점이 곧 자
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적확히 지적한다. 그는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아돌프 히틀러의 도덕성을 원용하는 
것은 지구의 모양에 관하여 정확한 입장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구가 평
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협회’의 견해를 원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못하
다”고 논박한다. 같은 책, 1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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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 때문에 법  분쟁의 해결을 해서는 보다 ‘ 명한’ 법률가와 법 을 요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법이 불확정 이라는 명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법은 아무 것도 확정할 수 없다는 식의 ‘ 진  불확정성 테제(radical 

indeterminacy thesis)’ 는 사실과 다르며,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불확정 인 법  사안을 보더라도 비록 법은 그 해석방법론상 다양한 선택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거의 무한에 가까운 선택지

를 불허하고 있음은 명백하기 때문이다.84) 요컨  법이 불확정 이라는 테제는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의 불확정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과연 괴델정리는 랑델르와 구르델 사례와 같이 자기지시 인 사례 이

외의 사례에도 함의를 지닐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괴델의 불완

성정리는 기본 으로 ‘자기지시’가 가능한 체계에서 용되기 때문이다.85) 

컨  만일 완 히 형식 이고(formal) 무모순 이며(consistent) 완 한(complete) 

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여기에는 인간의 직 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

이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괴델정리는 연역체계의 완 한 형식화를 추구한 

힐베르트 로그램이 불가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  결정과정의 완 한 형식

화는 불가능하다. 설령 그러한 알고리듬  차를 갖춘 법체계가 구축된다 하더

라도 이는 거의 무용하다는 지 도 있다. 즉, 이론 으로 기계 인 법 용 차가 

구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데에는 거의 무한에 가

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86) 따라서 법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직 은 언

제나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87)

84) John M. Rogers & Robert E. Molzon, Ibid., pp. 1008-1009. Rogers와 Molzon에 의하
면 법이 허용하는 선택지의 범위는 특히 헌법해석의 경우 해당 정체(政體, polity)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 

85) 그러나 ‘자기지시’적 명제가 언제나 체계 내에서 모순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
컨대 ‘법률의 착오’ 조문은 분명 자기지시적 법명제이지만 그 해석상 법체계 내에 아
무런 역설을 초래하지 않으며 무해하다. 이처럼 ‘자기지시적 법명제’이지만 무해한 조
문들과, 또 ‘자기지시’로 인해 역설을 초래하는 실제의 법명제들에 대해서는 John M. 
Rogers & Robert E. Molzon, Ibid., pp. 1010-1016. 참조.

86) 예컨대 10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40자의 가능한 문자열은 총 1,040개가 있으며, 그
러한 모든 문자열들을 초당 1000개의 속도로 컴퓨터 처리한다 하더라도 소요되는 총 
시간은 “three octillion centuries”가 넘는다고 한다. ‘octillion’은 10의 27승이다. Mark 
R. Brown & Andrew C. Greenberg, Ibid., footnote 139 참조.

87) 법적 결정에 있어서 직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긍정하는 동지의 견해로는 권 준, “민
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2008, 340-3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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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질문도 가능하다. 그 다면 직 이 필요하다고 볼 때, 과연 그 필

요한 직 의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는 것이다. 를 들면 법  사안의 해결에 있

어서 직 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으로 그것은 형식논리(formal logic)보다

는 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법  추론 차에 있어서 직  단은 형

식논리에 의한 단보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상 으로 직 이 

게 요구되는 이스와 많이 요구되는 이스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제

기될 수 있다. 즉, 하드 이스(hard case)와 이지 이스(easy case)가 명확히 구분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도 직 의 ‘정도(degree)’만을 가지고 이상의 질문을 

제기한다면, 이는 답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직 의 가치와 정도

를 측정하는 것은 기계 인 일(algorithmic task)이 아니기 때문이다.88) 이 듯 직

의 가치(value)는 기계  차에 따라서 양 으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드

이스와 이지 이스에 필요한 직 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객 으로는 불가

능하다고 본다.89) 

이를 잘 입증해 주는 이스로, 컨  미국헌법 제2조는 통령은 35세 이상

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90) 29세의 후보자가 통령이 되고자 선에 출마

하는 경우에 이는 당연히 이지 이스가 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미국헌법 제2조는 

하나의 확정  결론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논자에 따라서는 헌법 기

자의 의도는 단지 미성숙한 후보자를 배제하려는 것이었다거나, 는 수정헌법 

제5조나 14조에서 연령차별을 지하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은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직 ’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매우 자명해 보이는 사례조차도 형식 인 차로는 단지 일정한 지침(guide)만이 

제공될 뿐, 그것만으로는 사례를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궁극 으로 법 의 ‘직

’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직 의 정도’에 따라서 하드 이스와 

88) 전술한 바대로 괴델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직관은 기계화 될 수 없으며, 설령 기계
화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관이 기계화 될 수 없다는 논증
으로는 Roger Penrose, The Emperor’s New Mind: Concerning Computers, Minds, and 
the Laws of Physics, Oxford Univ. Press, 1989, pp. 538-541 참조. 

89) 그러나 이로부터 하드케이스와 이지케이스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90) U.S. CONST. art. II. § 1, cl. 5. “No Person except a natural born Citizen, 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neither shall any Person be eligible to that Offic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five Years, and been fourteen Years 
a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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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이스가 구분된다면, 이 사안에서의 법 에게 필요한 직 의 정도는 ‘기계

으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을 두고 하드 이스인지 이지 이스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단이 어렵다고 볼 것이다.91)

(2) 규칙따르기(Rule-Following)와 뢰벤하임-스콜렘 정리(Löwenheim-Skolem Theo-

rem) 

괴델정리와 마찬가지로 법  불확정성을 입론하기 해 리 원용되는 논변 

의 하나로서 규칙따르기 논변이라는 것이 있다. 간단히 말해, “2, 4, 6, …”으로 

개되는 수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무한하게 많고 불확정 이

라는 것이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그의 책 철학  탐구(Philosophical 

Investigation: PI)에서 제기했고,92) 비트겐슈타인을 회의론자로 해석한 크립키

(Saul A. Kripke)에 의해서 논의가 발되었으며,93) 이를 법이론에 수용한 일단

의 학자들에 의해 ‘법  불확정성’의 근거로 리 인용되어 왔던 것이다.94) 그러

나 규칙따르기에 한 크립키의 비트겐슈타인 해석은 틀렸으며,95) 비트겐슈타인

이 말한 규칙(Regel)과 법규칙은 명백히 범주가 다른 차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칙따르기 논변을 법(철)학 논의에 직 으로 수용한 것도 오류라는 은 리 

지 되어 왔다.96)  

91) 이 사례의 소개와 상세한 논의로는 Mark R. Brown & Andrew C. Greenberg, Ibid., 
pp. 1482-1484 참조.

92) PI §185, §201 참조.
93) Saul A. Kripke,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Harvard Univ. Press, 

1982, 8면 이하. 크립키에 의하면 비단 수열뿐만 아니라 덧셈규칙도 무한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68+57=5라는 명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규칙회의론자는 덧셈규칙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X ⌖ 
Y= X + Y, if X, Y < 57  and  X ⌖ Y = 5, otherwise”. Ibid, pp. 8-9.

94) 크립키의 규칙따르기 해석을 근거로 법적 불확정성을 입론하는 학자들로는 Charles M. 
Yablon, Law and Metaphysics, Yale Law Journal, Vol.96, 1987; Ross Charnock, 
Lexical Indeterminacy: Contextualism and Rule-Following in Common Law 
Adjudication, in: Anne Wagner, Wouter Werner, & Deborach Cao Ed., Interpretation, 
Law and The Construction of Meaning, Springer, 2007 참조.

95) 이 점은 철학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
키의 비트겐슈타인 해석은 그 논증방식이 매우 독창적이어서 크립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 Saul A. Kripke/남기창 역, 비트겐슈

타인 규칙과 사  언어, 철학과 현실사, 2008, 5면의 ‘옮긴이의 글’ 참조.
96) 대표적으로 Jes Bjarup, Kripke’s Case: Some Remarks on Rules,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Rechtstheorie, Vol. 19, 1988, p. 49; Christian Zapf & Eben Mog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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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따르기 논변은 크립키식의 규칙회의주의(Rule-Skepticism)97) 형태로만 개

된 것은 아니다. 규칙따르기 논변을 근거로 한 법  불확정성의 입론은 정교한 

논리학상의 정리에 의해서도 지지되어 왔다. 그 가 바로 뢰벤하임-스콜렘 정리

다.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란 수열과 련시켜 말하면, 어떠한 유한한 수열이 주어

질 때, 그 다음의 수를 결정해 주는 무한한 수의 공식이 존재한다는 정리이다.98) 

Tushnet과 D′Amato는 “2, 4, 6, …” 다음에 올 수를 결정해 주는 단 하나의 공식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고,99) 특히 D′Amato는 뢰벤하임-스콜렘 정리에 

비추어 볼 때, 정수로 개되는 수열보다 훨씬 표 이 풍부한(more expressive) 

법률언어에 있어서는 주어진 법명제를 해석할 수 있는 공식이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100)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도 괴델정리처럼 법체계에도 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Ken Kress가 확히 지 하 듯이 뢰벤하임-스콜렘 정리

는 오직 일차형식체계(first order formal system)101)에서만 용될 수 있다. 일차

    Linguistic Indeterminacy and the Rule of Law: On the Perils of Misunderstanding 
Wittgenstein, The Georgewashington Law Journal, Vol. 84, 1996, p. 500. 역시 같은 
지적을 하는 최신의 문헌으로는 Scott Hershovitz, Wittgenstein on Rules: The 
Phantom Menac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22, No.4, 2002 참조. 역시 동
지의 안성조, “법적 불확정성과 법의 지배”, 법철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7, 69-88면 
참조. 

97) 규칙회의주의란 어떠한 규칙도 새로운 상황에 적용될 때에는 그 자체로는 어떻게 적
용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확정성(determinacy)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식의 회
의론적 주장을 뜻한다.

98)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 formula may be valid in every domain comprising only 
finitely many of the natural numbers”.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는 일차논리 언어에서 문
장의 해석의 역의 크기와 관련 있는 논의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뢰벤하임의 정리
와 이를 더욱 확장시킨 스콜렘의 정리를 지칭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Encyclopedia of 
Philosophy, 2nd Ed. Vol. 5, Thomson Gale, 2006, pp. 470-471 참조.

99) 이 점에 대해서는 Mark V. Tushnet, Following the Rules Laid Down: A Critique of 
Interpretivism and Neutral Principles, 96 Harvard Law Review, 1983, pp. 781, 822; 
D′Amato, Ibid, p. 597 footnote 96.

100) Anthony D′Amato, Pragmatic Indeterminacy, 85 Northwestern Univ. Law Review, 
1990, p. 176.

101) 일차형식체계에서는 언어에 의해 개별적 대상(individual objects)만을 기술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반면 이차형식체계에서는 언어에 의해 개별적 대상의 성질(properties)
과 집합(sets)을 표현할 수 있다.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는 이차형식체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the corollary of Löwenheim-Skolem theorems fails for second order logic). 이 
점에 대한 증명으로는 George Boolos & John P. Burgess & Richard Jeffrey, 
Computability and Logic, Fourth Edition, Cambridge Univ. Press, 2002, pp.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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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논리(first order predicate logic)는 정량화된 문장을 형식화하는 논리로서 

상(objects)에 한 명제와 같이 상의 성질(properties)을 기술하지는 못한다. 그

것은 이차술어논리(second order predicate logic)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데 법률언어는 이차체계(second order system)이다. 그러므로 뢰벤하임-스콜렘 정

리는 법에 필연 으로 용될 수는 없다.102) 요컨 , 유한수열의 다음 수를 확정

해 주는 공식이 오직 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 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고 볼 수 있지만, 이 을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를 원용해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며, 이는 괴델정리가 법체계에의 불확정성을 해 원용될 수 있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는 괴델정리와는 달리 법체계에 용될 수 없다

는 결론은 수학 ․논리학  정리나 철학  논의를 법이론에 응용하는 데 있어

서 보다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다고 본다. 술한 

규칙따르기 논변에 있어서도 비트겐슈타인의 규칙에 한 언명을 법이론에 그

로 수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듯이, 수학․논리학상의 

정리도 그로부터 법이론  함축을 도출해 내기 해서는 보다 엄 한 증명과 논

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괴델정리의  다른 요한 법이론  의의다.

(3) 직 에 의한 불확정 사안의 확정 가능성

술한 바와 같이 필요한 직 의 정도를 기계 으로 결정해  수 있는 방법

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면 “2, 4, 6, …”의 수열에서 다음에 오는 수가 “8”이

든 “10”이든 “125”이든 어느 것이 더 객 으로 타당한 지는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직 이 측정 불가능한 상이라 할지라도 직 에 의한 ‘해석의 질

(quality)’을 단할 수 있는 ‘직 ’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 으로 볼 

때, 분명 어느 한 해석은 다른 해석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 컨   수열에서

는 “8”이 그 고, 미국헌법 제2조의 해석 사례에서는 “29세의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답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

째는 일종의 “사회화(socialization)”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8”이란 답이 일반

으로 사회가 인정하는 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03) 이와 비슷한 일종의 “경

102) Ken Kress, Ibid., pp. 144-145.
103) 이는 규칙따르기가 ‘공동체적 관행’에 의해 확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 크립키의 해결

방식과 유사하다. 크립키에 의하면 규칙따르기를 정당화 해 주는 것은 어떤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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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experience)”에 근거한 설명방식도 가능하다. 동일한 문제를 지속 으로 하

게 되면, 어느 답이 유용하고, 어느 답이 무용한지 알 수 있게 되며, 축 된 경

험에 의해 무의식 으로 에 선택했던 유용한 답을 다시 선택하게 된다는 것

이다.104) ”사회화“와 ”경험“에 의한 설명방식은 일종의 ” 행“에 의한 설명방식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설명방식으로는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설이 있다. 이 설명에 따르

면, 어떤 직 에 의한 선택은 다른 선택보다 나은데, 그 이유는 그러한 선택이 

그 선택자로 하여  성공 으로 살아남을(survive and prosper)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D. Hofstadter에 의하면 자연선택에 의해서 좋은 단 메커니

즘(good mechanisms)은 살아남고, 나쁜 메커니즘은 사라진다고 한다.105) 이는 법

률가들의 법  단에 있어서도 타당하게 용될 수 있으며106) 따라서 직  

선택의 문제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just a matter of taste)가 아니며, 생사(生死)의 

갈림길을 결정해 주는(spell the differences between life and death) ‘ 자생존(適

者生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선택은 의식  단 차

(algorithms of conscious judgement)를 진화시키며,  나아가 이 게 진화된 단

차는 다른 단 차의 타당성도 ‘직 으로’ 단할 수 있다고 한다.107) 요컨

 “8”이란 답이 “125”보다 본래 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지만, “8”을 선택하는 

(진리조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적절히 주장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행
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주장가능성조건)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
다고 본다. 진리조건이란 예컨대 “Guido가 방 안에 있다”는 문장이 참일 수 있는 진
리조건은 실제로 Guido가 방 안에 있을 때 충족되며, 크립키에 의하면 규칙따르기에 
대한 그러한 진리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Saul A. Kripke, 
Ibid., pp. 62-86; Charles M. Yablon, Law and Metaphysics, Yale Law Journal, 
Vol.96, 1987, p. 629; Jules L. Coleman and Brian Leiter, Determinacy, Objectivity, 
and Authority, in: Andrei Marmor Ed., Law and Interpretation, Oxford Univ. Press, 
1997, p. 219. 

104) Roger Penrose, Ibid., 1989, p. 534.
105) Douglas R. Hofstadter, Metamagical Themas: Questing for the Essence of Mind and 

Pattern, New York, 1985, p. 577.
106) Ibid., p. 576.
107) 그러나 Roger Penrose는 이러한 자연선택설을 믿기 힘들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자연

선택과정은 오직 판단의 결과(output of the algorithms)에만 작용하며,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기초가 되는 생각(the ideas underlying the actions of the algorithms)에는 작용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Roger Penrose, Ibid., p. 536. 펜로즈의 지적은 타당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직관적 판단과정에서도 이
미 결과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선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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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더 나은 이유는, 보다 성공 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술한 두 설명방식은 직 의 작용방식을 설명해 주는데 있어 분명 타당한 측

면이 있다. 이는 특히 앞서 로 든 수열과 같이 비교  단순한 사안에서는 직

에 의한 사안의 확정을 설명해 주는데 합해 보인다. 그러나 통령 후보자의 

제한연령과 같은 법  사례에 있어서 직 의 작용방식을 설명해 주기에는 충분

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연령 단과 같은 문제는 일견 수열의 문제처럼 단순히 

행 인 단으로 확정될 수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헌법에 의해 허용되는 통령 

후보자의 연령 단이라는 법  사안을 구성하게 되면 설득력 있는 논거와 정당

화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직 으로 선택함

에 있어서는 행이나 자연선택  고려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결의 근거

로서 충분하다고도, 한 실하다고도 볼 수 없다. 일반 으로 결의 정당한 

근거로서 “직 으로 그러하다”는 논거는 통용될 수 없는바, 법  단은 단순

히 ‘ 행’과 ‘자연선택’에 부합되는 것만으로는 지지될 수 없는, ‘정당화

(justification)’와 ‘근거(reason)’를 요구하는 ‘반성 인(reflective)’, 그것도 가장 반

성 인 작업이기 때문이다.108) 

         

2. 사례의 검토: 직관의 작용방식과 정당화 

이상 괴델정리의 법이론  함의로서 직 의 역할과 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직 이 필요하다고 볼 때, 불확정  사안을 확정해 주는 직 의 작용방식을 

‘ 행’과 ‘자연선택’의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함을 제시해 보았다. 아울러 그러한 

설명방식이 법  단을 정당화 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을 지 했던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나아가 직 의 바람직한 통제방법도 

논 해 보기로 한다.

(1) 헌법상 사후체포 장 해석론: 법  직 의 작용방식  

최근 형사법학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후하여 ‘긴 체포제도’에 한 

해석논쟁이 활발히 개된 바 있다. 그 논의의 층 는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헌

법 제12조 제3항의 해석을 둘러싼 해석론의 립에 국한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108) Scott Hershovitz, Ibid., p.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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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

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는 증거인

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지

하다시피 동 조문은 본문과 단서에 ‘ 장주의’와 ‘ 장주의의 외’를 각각 규정

하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긴 체포 후 구속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 장을 

청구하면 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9) 긴 체포에 한 동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긴 체포 후 명시 으로 체포 장까지 요구하고 있

지는 않기 때문에 긴 체포 후 48시간 동안 사실상 무 장체포가 가능해 진다는 

비 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컨  만일 긴 체포 후 구속의 필요가 없어 석방

한 경우에는 법 의 통제가 무하다는 이 헌의 소지를 키운 것이다. 

이에 해 표 인 헌법해석론은 “헌법이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재량형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외의 표 형식이며, 본

문과 단서에서 동일한 표 으로 규정하고 있는 ‘ 장’을 동일한 규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본문의 ‘ 장’은 체포 장과 구속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하면서 단서의 ‘ 장’을 행범체포나 긴 체포 후 구속할 경우에 청구하는 사후 

구속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110) 형법학계의 

지배  견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111) 즉, 긴 체포 후에는 반드시 사후체포 장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112)  

109) 제200조의3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
의 체포 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제200조의4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 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
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 장을 청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구속 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
며,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0) 이효원, 대한민국 헌법과 검찰⋅검사 - 인신구속제도의 헌법적 원리를 중심으로 -, 대
한민국 검찰 6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2008, 46-47면 참조.

11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8, 203면. 역시 동지의 견해로, 조국, 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5, 206면 참조.

112) 이 점은 긴급체포 후 구속의 필요가 없어 석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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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 지배  해석론처럼 과연 헌법 제12조 제3항의 의미가 연역

으로 ‘자명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는 분명 의문의 여지가 있다.113) 비교법 으로 

볼 때, 독일 헌법조문도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피체포자에 하여 지체없이 사

후에 법 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속구 의 필요가 없어 석방한 경

우는 법 의 사후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에 비추어 

도 “사후에 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 헌법조문을 “계속구 의 필요가 없

어 석방한 경우까지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논리필연  당

성’은 없다고 본다.114) 동 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정책  논거의 립도 자명하게 

우열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체포 장 요구론’에서는 ‘긴 체포제도의 남용가능성

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지 하는 반면, ‘체포 장 불요론’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외국의 긴 체포제도와의 불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입법론’이 될 

수 있다고 논박한다.115)  

동 사안은 해석론상 그리고 정책 으로도 규범  가치 단의 립이 첨 하여 

쉽게 결정하기 힘든 불확정  사안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경우 하나의 

해석론을 법 에게 결정하라고 한다면 어느 입장이 더 선호될 것인가? ‘ 행’의 

측면에서 보면 표 ⋅지배  해석론을 따르는 것이 보다 ‘ 합할’ 것이다. 

한 ‘자연선택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 의 직 은 표 ⋅지배  해석론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그 지만 법 은 결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당화 근거

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 행’과 ‘자연선택’을 고려해 직 으로 표 ⋅지

배  해석론을 따랐다는 사실을 결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

로 실제로 법 이 그러한 직  단을 따랐다면 결문의 이유설시를 해 표

·지배  해석론을 원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16) 즉, 자신이 직 으로 선

택한 해석론을 결의 논거로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117) 그런

113) 이 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안성조, 인신구속제도와 헌법해석의 묘(妙), 대한민국 검찰 
6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2008, 75-77면 참조. 이 글은 검찰 60주년 학술회의
에서의 토론문이다.

114) 이완규, 형사소송법 특강, 2006, 184-185면. 역시 동지의 견해로는 안성수, 미의 체
포, 구속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구속제도와 장항고(형사
법연구회 편), 2007, 171면 참조.

115) 안성조, 앞의 글, 77면 참조.
116) 물론 원용의 방식은 선택한 해석론을 그대로 ‘직접 원용’하거나 아니면 법관의 견해

와 실무 감각을 반 해 일부 논지를 가감(加減)해 변형시키는 ‘간접 원용’이 모두 가
능하다. 대부분의 판결문은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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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술한 바와 같이 표 ⋅지배  해석론에 해서는 다양한 층 의 반론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 의 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으려면, 표 ⋅지배  

해석론이 반  논거들의 결함을 충분히 논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지 않

다면 법 의 결정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즉, 법 의 직 은 그 작용방식에 있어

서 단순히 ‘ 행’과 ‘ 자생존’의 차원을 넘어 ‘정당화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은 법 이 언제나 행에 따라, 는 성공 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결

만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도 그 지 않다는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드 이스에서 볼 수 있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립, 그리고 

례의 변경 등이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 다. 이는 법 의 직 이 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직 은 형식 으로 ‘기

계화’ 될 수 없다는 괴델의 신념을 잘 입증해 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괴델의  다른 신념에 의하면 인간의 직 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없는 문제

들이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체계를 벗어나 직 에 의존해서도 참값

을 결정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괴델의 신념이 옳다

면 궁극 으로 법 의 직 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이하 과실범의 공동

정범 사례를 통해 그 한 가능성을 입론해 보기로 한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례: 논거의 정당화 조건

형법 해석상 법  불확정성이 두드러진 역으로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있

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

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 우리학계의 다수견해는 ‘고의 공

동정범’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최근의 유력설은 동 조문은 ‘과실 공동

정범‘까지 처벌할 수 있게 입안된 것이라고 본다. 법원 례도 기에는 “과실

에 있어서는 의사연락의 념을 논할 수 없으므로 고의범과 같이 공동정범이 있

을 수 없[다]”고 시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이었다가,118) 1962년 

이후 례를 변경하여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

이냐 과실범이냐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  

117) 이러한 예로는 이하 각주 130)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련 판례의 ‘직관적 구조’에 대
한 분석 참조.

118) 대법원 1956.12.21. 4289형상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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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행

이고 과실행 이고 간에 그 행 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

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 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고 설시한119) 이

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 오고 있다.

편견없이 형법 제30조를 문리 으로 해석해 보면 과연 고의 공동정범만을 규

정한 것인지 과실 공동정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한 과실범도그마틱과 공동정범도그마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과실공동정

범을 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다.120) 이 듯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문

제는 법조문과 형법도그마틱체계 내에서는 확정될 수 없고,121) 그 다면 형법체

계 외의 정책  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정책  논거가 결정

으로 어느 한 입장을 지지해  수 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 문제는 일단락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논거는 개 직  단이 첨 하게 립하여 

어느 일방의 논거가 결정 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에 한 정책  논거의 립도 이와 다르지 않다.122) 그 다면 과실범의 공동정

범 인정여부는 과연 어떻게 확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일반 으로 사안이 불확정 이라도 상충하는 논거의 우열은 가려지게 마련이

다. 즉, 논거에 의한 정당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ordinal)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입장을 타방에 비해 ‘더욱’ 정당화 할 수 있는 논거가 제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불확정  사안에서 어느 한 입장이 정당화 될 수 있기 

119) 대법원 1962.3.29. 4294형상598.
120) 과실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대표적 문헌으로는 이용식,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 례

연구[7], 1999, 81면 이하; 이재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14호, 2000, 
215면 이하 참조. 

121) 단, 이 경우 과실 공동정범의 긍정여부가 법적 추론에 의해 확정적으로 연역되지 않
는 것은 ‘조문의 다의적 해석가능성’과 ‘형법도그마틱체계의 모순적 성격’ 때문이지 
형법체계 내의 ‘불완전성’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즉, 이 문제가 불확정적인 이유는 
우선 언어적 다의성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형법도그마틱의 체계내적 모순, 즉, ‘과실
범’도그마틱을 중심으로 이론구성 하느냐, 아니면 ‘공동정범’도그마틱을 우선시하느냐
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순된 체계는 상반된 결론을 모
두 허용한다. 

122) 조문해석상, 도그마틱상, 그리고 정책적 논거의 대립에 대한 상세한 검토로는 안성조,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하권), 2007, 588-599면 참조. 특히 정
책적 논거의 대립에 대해서는 590-5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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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무엇보다 상 측의 논거를 남김없이 논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론이 정당하다면 부정론의 논거를 모두 실히 논박할 수 있어야 한다.123) 

동시에 정론의 논거가 부정론자에 의해 실히 논박될 수 없어야 한다. 그래야

만 ‘논거의 우 성’에 기 해 정론이 정당하게 옹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듯 상 측 논거를 모두 논박하고 자신의 논거가 더 이상 논박불가능할 때 법  

논거는 정당화 될 수 있다.124) 그러므로 논거의 정당화는 더 이상의 논박이 가능

하지 않은 ‘논박불가능성’125)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126) 이는 직  단의 

정당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이하에서는 직 의 합리  통제방법과 궁

극  정당화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직 의 합리  통제방법: 논박(불)가능성과 열린 태도

헌법 제10조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처럼 직 으로 자연법  명제임

을 분명히 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의 경우 

규범  직 은 개인차가 있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상충하는 직 의 립은 어떻

123) 필자는 위 논문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다양한 층위에서 제시된 거의 모
든 논거를 논박하면서, 이를 긍정하는 것이 ‘인간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의 준
칙을 존중하는 것이며, 보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입론한 바 있다.

124) 논의의 층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생각은 칼 포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는 “이론을 제시하여 그러한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비판적인 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론들을 잠정적으로 수
용하는, 추측과 논박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절차는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
는 Karl R. Popper/이한구 역, Conjectures and Refutations(추측과 논박), 2001(원전은 
1963년 초판발행), 110면 참조.

125) 필자가 사용하는 ‘논박불가능성’이란 그 자체로 오류가 없거나 반대 논거로부터 적실
한 방어가 가능해 더 이상의 논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논거의 성격이 비경험적이
거나 형이상학적이어서 적실한 논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칼 포퍼는 이론의 과학적 지위에 대한 기준은 그 이론에 대한 검증가능
성 또는 논박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과학적 이론은 원천적으로 논박이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논박불가능성(irrefutability)’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Karl R. 
Popper/이한구 역, 앞의 책, 82-91면 참조.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퍼의 생각
은 법적 논거도 검증과 논박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지에도 유의미한 함축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126) 유사한 입장의 문헌으로 Jules L. Coleman and Brian Leiter, Ibid., pp. 227-237. 이러
한 맥락에서 볼 때, 설득력 있는 반대논거가 제시되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재
반박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견해는 정당화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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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직 은 빠르지만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한 속단(速斷)에 이를 수도 있다. 한 괴델의 한 신념에 따르면 

직 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법  단에 있어서 

직 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127) 

우선 법 의 직 은 결을 내릴 경우 행 사법시스템 하에서 상 심의 통제

를 받게 된다. 물론 1차 으로는 기존의 상 심 례나 오랜 행에 의해 확립된 

법리의 향 하에서 작용할 것이다. 한 련 학설과 이론의 향도 무시할 수

는 없을 것이다.128) 그 다면 상 심 법 의 직 은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는가? 

상 심 법 의 직 도 우선 으로는 선례나 학설과 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법 은 궁극 으로는 헌법 제103조의 ‘양심’에 따라서 사법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법 의 ‘양심’으로도 결정

하기 힘든 불확정  사안은 분명 존재할 수 있다.129) 이 경우 법 의 직 이 단

순한 ‘선택’이나 ‘결단’이 아닌 ‘정당한 근거’로서 작용하기 해서는 어떠한 합

리  통제 방법이 가능할 것인가? 이는 바로 앞서 논 한 ‘논박(불)가능성’이라고 

본다. 법 의 직 은 결문에 반 되게 마련이다.130) 만일 그 결의 논거131)가 

127) 직관의 힘을 긍정함과 동시에 그 위험, 즉 오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풍부한 사
례를 통해 제시해 주고 있는 문헌으로는 David G. Myers, Intuition: Its Powers and 
Perils, Yale Univ. Press, 2002 참조.

128) 권 준, 앞의 논문, 346면 참조.
129) Jules L. Coleman and Brian Leiter, Ibid., pp. 237-140. Coleman과 Leiter에 의하면, 

법적 논거의 우열에 의해 결정이 불가능해 사법재량이 요구될 정도로 불확정적인 사
안에서는, 법관의 권위에 의해 사법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분쟁해결 과정에서 판결을 
못 내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화 될 수도 있고, 비록 사법재량이라 
하더라도 그 재량의 내용을 구성하는 법 외적 논거가 문화적 규범(cultural norm)과 
관행에 의해 우열이 가려질  있기 때문에 역시 ‘논거의 우위성’에 기초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130) 예컨대 앞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와 긍정하는 판례는 형법 제
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를 전자는 ‘고의범’으로만 해석하
고 후자는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이에 따라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를 각각 달리 해석하고 있는바, 왜 ‘고의범’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아니
면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상이한 판결의 전제가 되는 ‘죄’의 해석에 있어서 각각의 상이한 ‘직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법관의 결정
에 있어서 작용한 규범적 ‘직관’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두 판결문에 반 된 
법관의 ‘직관’은 각각 지지하는 부정논거(범죄공동설 등) 또는 긍정논거(행위공동설 
등)의 ‘논박불가능성’을 통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131) 여기서 판결의 논거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설시된 논거 이외에 법관의 직관을 지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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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한 실히 ‘논박가능한’ 것이면 법 의 직 은 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즉, 법 이 제시한 논거가 논박의 여지가 없거나 상되는 반론을 충분히 

재반박할 수 있을 때에만 직 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132) 

그러나 직 에 의한 규범  단이 ‘논박불가능성’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했다

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궁극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괴델의 신념

처럼 직 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면, ‘논박불가능성’에 의

해 정당화된 법명제는 어디까지나 잠정 인 ‘한시  정당성’만을 지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은 특히 형법상 ‘법률의 착오’를 둘러싼 유구한 세월동안의 논쟁에 비추

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동서고 을 통해 법률의 착오를 행 자에게 유리한 요

소로 고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2천 년이 넘는 세월동안 다투어져 왔지

만 재까지 확정 인 합의에 이르고 있지는 못한 듯 보인다. 오히려 상반되는 

두 가지 보편  사고방식이 상호 교섭과 립의 과정을 거치며 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할 것이다.133) 비록 단편  이기는 하나,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이 개되어 온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보편타당성을 인정받는 규범

 단은 ‘순환 ’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직 에 의한 규범  단이 논

박불가능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법 은 자신의 규범  단에 

해 ‘확신’을 갖기 보다는 항상 ‘열린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법

 결정에 개입된 직 의 궁극  정당화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자

주는, 묵시적으로 판결에 반 되어 있는 다양한 층위의 관련논거를 통칭하는 것이다.
132) 이는 학설과 이론의 정립과정에서 작용하는 직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133) 예컨대 로마법에서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전통적 법원칙이 통용되었

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두 가지 해결방식, 즉 이를 인정하려는 전
통과 고려하지 않으려는 전통은 모두 오랜 전통을 지녀왔다고 한다. 또한 당률에 비추어 
볼 때, 전통 중국법은 법률의 착오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중국법계 국가
라도 중화민국의 경우 1935년 형법에 ‘법률의 착오’ 조문을 두었으나 1975년 중화인
민공화국 형법은 ‘법률의 착오’ 조문을 두지 않았고, 캐나다의 경우 로마법상의 전통
적 법원칙이 주류를 이루는 ‘Common Law’ 계통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최고법원
은 1982년 ‘R v. Macdougall case’ 이래로 법률의 착오를 항변사유로 인정해 오다가 
1995년 ‘R v. Jorgenson case’에서는 다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 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현행 형법 제38조 제3항은 법률의 착오는 범의의 성립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최고재판소 판례 역시 위법성인식불요설을 지지하고 
있으나 위법성인식불요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대
한 풍부한 사례의 소개와 비교·역사적 논증으로는 안성조,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경
인문화사, 2008, 343-3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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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결정을 경계의 으로 바라보며, 결의 무류성(無謬性)을 끝까지 추구하려

는 법 의 내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134) 

V.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괴델의 불완 성정리는 법체계의 불확정성을 입론하는 데에도 원용될 수 있다. 

2. 따라서 언어  모호성과 체계내  모순이 완 히 제거된 무모순 인 법체계

가 구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은 본래 으로 불확정 이다(inherently inde-

terminate).

3. 다만 법의 불확정성은 그 무엇도 확정할 수 없다는 ‘극단 (radical) 불확정

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의 불확정성을 의미

한다.

4. 괴델정리에 의하면 법  추론 차에 있어서도 항상 ‘직 ’의 역할이 요하

다. 즉, 불확정  사안의 확정을 해서는 법 에게도 ‘직 ’의 극  활용

이 요구된다.

5. 법  결정에 작용한 법 의 직 은 통제될 필요가 있으며, 잠정 으로는 논

134) 이는 비록 괴델정리로부터 도출되는 직접적 함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괴델의 한 신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
훈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법관에게 ‘자연법(自然法)’을 발견해서 이를 
적용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자연법론을 옹호해 주는 괴델정리의 함의로부터, 
법관에게 ‘열린 태도’가 요구된다고 입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Nagel과 Newman은 
괴델정리에 대해, 공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전적으로 ‘신비스러운 직관
(mystic intuition)’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한다. 왜냐하면 주어진 공리로부터 형식적으로 추론될 수 없었던 수학적 명제가 ‘비
형식적인’ 초수학적(metamathematical) 추론에 의해 증명된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괴델정리는 “인간의 추론능력에 피할 수 없는(ineluctable)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인간 지성의 원천(resources of the human intellect)이 이제까
지 완전히 형식화된 적은 없었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
서 새로운 증명원리가 끊임없이 창안되고 발견될 것이라는 전망을 품게 해 준다” 이
에 대해서는 Ernest Nagel & James R. Newman, Ibid., p. 112. Nagel과 Newman의 
지적은 분명 일리가 있다고 보며, 그렇다면 법학에 있어서 초수학적 추론에 상응하는 
방법론은 무엇이며, 또한 가능한 것인지 논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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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논박(불)가능성’에 의해, 그리고 궁극 으로는 법 의 ‘열린 태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6. 괴델정리는 라톤주의에 토 를 두고 있으며, 자연법론을 옹호해 다.

7. 괴델정리와 달리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는 법체계에는 용될 수 없으며, 바

로 이 은 수학⋅철학 등 법 외  논의를 법에 도입· 용하는데 있어서는 

신 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고일 2008. 11. 25   심사완료일 2008. 12. 11   게재확정일 200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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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lication of 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
135)

Seong Jo Ahn
*

The Critical Legal Studies(CLS) movement has for several years criticized 

mainstream legal scholar’s belief that “the law” can determine outcomes in legal 

disputes. CLS charge that this vision of the law is an illusion; “legal formalism” 

does not exist. According to them judges are always free to make decisions as 

they see fit, relying on their own predilections, insights and life experience. They 

offers a thorough theoretical deconstruction of contemporary American legal 

thought arguing that law is, and can only be, indeterminate.

To support this argument, CLS scholars have offered extensive commentary on 

the limitation of human language. Language is subjective and imprecise, they 

argue, traits which the law (being dependent on language) must share. Given the 

inherent limitations of language, the law cannot uniformly and objectively inform 

and constrain judicial decisions. In addition to linguistic arguments, they asserted 

that mathematical theories and proofs have surfaced in debates over 

indeterminacy in the law. Anthony D’Amato, for example has argued that two 

related-though distinct- mathematical results, the Löwenheim-Skolem Theorems 

and 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 demonstrate that even though language is 

precise and objective, the law still must prove inherently indeterminate. The 

Löwenheim-Skolem Theorems, according to him, reveal that a case can be 

decided either way consistent with any legal theory. Furthermore, 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 proves that legal, textual and linguistic demonstration 

must propagate propositions that can neither be proved nor disproved.  

*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Law, Sun Mo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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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ödel’s proof reveals that the law cannot be a determinate formal system. 

Like mathematics, the law is either incomplete and must look outside itself for 

guidance, or it is inconsistent and contradicts itself. As a mechanical system, the 

law is and must be incomplete. But it is very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is 

indeterminacy does not mean any result is possible, instead permits particular 

range of choices.  

Key words: 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 Critical Legal Studies, 

Indeterminacy Thesis, Löwenheim-Skolem Theorems, Legal 

Formalism, Legal Indeterminacy, Formalism, Intuition, Platonism, 

Wittgenstein, Vienna Circle, Logical Positivism. Justification of 

Intu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