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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槪  說

Hans Kelsen의 法理論에 대해 제약된 시간에서 講演한다는 것은 그것이 근 90

년에 걸쳐 여러 학자들의 寄與와 많은 二次(硏究)文獻을 통해 발전된 매우 擴張된 

理論이기에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과제이다.1) 그래서 ‘理論의 樣態’와 그 背景에 대

해 약간 언급하고 몇 개의 ‘特徵的인 立場들’을 소개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Hans Kelsen의 법이론은 - ‘純粹法學’이라고 하는데 - ‘實定法’이라는 대상에 대

* ｢한스 켈젠의 법이론｣은 Wien 大學校 法科大學 公法學 교수이며 Hans Kelsen硏究所 

代表硏究委員인 발터(R. Walter) 교수가 독일 Würzburg 大學의 초청으로 행한 강연이

다. 발터 교수는 Merkl의 제자로서 켈젠의 純粹法學의 이론을 ‘正統으로’ 옹호하고 발

전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現代 法理論家로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다. 이 강연이 法哲

學, 法理論, 法社會學에 대한 Würzburg 講演 (同講演集 第24冊; Hans Kelsens 

Rechtslehre, Nomos Verlag, Baden-Baden, 1999) 시리즈로 출간되자마자 그가 보내주

어 일독한 결과 이 이 ‘어느 特定法秩序가 아니라 實定法一般, 實定法 自體(positives 

Recht schlechthin)의 理論, 다시 말해서 實定法의 一般理論’인 켈젠의 법이론을 바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믿기에 우리말로 옮겨 보았다. 원래 이 논문의 註

는 45개에 이르고 내용도 방대한 것이나 지면관계상 중요한 주만을 선별하여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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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수법학의 역사를 90년으로 잡는 것은 Kelsen의 첫 著作이며 동시에 동법학이론의 기

초 던 國法學의 主要問題 (Hauptprobleme der Staatsrechtslehre)의 初版이 1911년에 

나왔기 때문이다. 순수법학에 기여한 학자로는 A. Merkl, A. Verdross 그리고 체코의 

F. Weyr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 이외에 F. Kaufmann, F. Schreier 등이 있었으며, 현재

는 R. Walter 교수 외에 C. Jabloner 교수 등 주로 Walter 교수의 여러 제자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Kelsen 硏究所에서는 그 동안 무려 20권이 넘는 硏究所叢書(Schriften-

reihe des Hans Kelsen-Instituts)를 출판했다. Kelsen, Merkl, Verdross의 主要論文들

은 Die Wiener rechtstheoretische Schule, 卷 I/II(1968)로 출간되어 있으며, 순수법학의 

이론적 상황에 대한 소개로는 R. Walter, Der gegenwärtige Stand der Reinen 

Rechtslehre(Rechtstheorie, 1970, 69면 이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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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科學的인, 즉 客觀的인 - 間主觀的으로 檢討 가능한 - 考察을 기하기 위한 하나

의 프로그램이다. 이는 ‘實定法 도그마틱의 一般理論’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점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1. 對象으로서의 ‘實定法’에 대하여

순수법학이 파악하려는 ‘對象’은 전통적인 법학에서 ‘實定法’이라고 지칭되던 그것

이다. 순수법학은 이 대상을 좀더 상세히 규정하려 했다.

a. 그것은 ‘人間에 의해’ - 明示的인 意志的 (立法)行爲나 慣習을 통해서 - ‘定立

된’ 規律(指示命令)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 神이나 自然과 같은 - 超人間的 權威

가 정한 規則들이 아니다.

b. 그것은 ‘人間에 대해’ 정립된, 따라서 ‘인간을 受規者로 하는’ 規律이어야 한다. 

이 인간에 대한 ‘受規’에 대해 벌써 서론적으로 윤곽이나마 밝힌다면 이는 인간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 그 밖의 組織된 强制 속에서 - ‘命’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權限을 주는’ (授權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c. 고찰되는 ‘規律體系’는 ‘實效的’, 즉 대체로 遵守되거나 執行되어야 한다. 

2. 도그마틱의 理論에 대하여

이런 규율들이 파악되어야 하는 ‘樣態’, 즉 그것들이 ‘規範’들로 고찰된다는 것이 

‘도그마틱’ 양태이다. 이는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야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점이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命令과 그 效果는 自然科學의 수단으로 - 意志的 (立法)行爲

와 그 意志的 (立法)行爲에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行態로서 - 설명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經驗的 社會學을 하는 것이다. 學問的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바는 

아니나, 이럴 경우 傳統的 法學이 주로 늘 문제삼았던 바를, 즉 사람들에게 법이 무

엇을 ‘事實상 命令했고’ 또 ‘사실상 행위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이 어떻게 법에 따라 ‘行爲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바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純粹法學에 대해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哲學的 先決問題

에 닿는다: 세계는 단순히 ‘存在의 領域’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當爲의 領域’도 인정해야 할 것인가? 순수법학은 -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란에

도 불구하고 - ‘存在의 世界’와 ‘當爲의 世界’를 구별하고, ‘規範들’ - 또한 法의 規

範들 -을 ‘當爲의 世界’에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認識에 이바지할 수 있다’

고 ‘상정’한다.2)

2) ‘當爲의 세계’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R. Walter, Sein und Sollen, Ergänzbares Lexikon 

des Rechts, 1985; Jörgensen’s dilemma - and how to face it, Ratio juris, 1996, 170

면; Bemerkung zu Albert, Zur Kritik der reinen Jurisprudenz, Jahrbuch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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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적으로 말한다면 순수법학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 정립한 實效的인 規律들을 

規範的으로, 다시 말해서 當爲-規律로, ‘規範’으로 고찰한다. 그래서 그것은 ‘法도그

마틱의 理論’이다.

여기에서 순수법학은 ‘規範의 效力’ - 즉 ‘當爲의 역에서의 特殊存在’ - 은 根

據지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根據지움에 이바지하는 

것이 ‘根本規範의 理論’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體系內在的으로 고

찰한다면 개개의 효력있는 법규범은 - 그 效力을 근거지우는 - 다른 규범에로 遡

及될 수 있다: 법관의 判決의 효력은 法律에 의한 법관에의 授權으로, 법률의 효력

은 憲法에 의한 국회에의 授權으로, 헌법의 효력은 가령 制憲評議會에 부여된 憲法

制定에의 授權으로 소급된다. 그러나 效力關係의 繼續的 遡及은 한계에 부닥친다. 

이 한계는 ‘法的 授權’이 없이 - 전형적으로 革命이나 쿠데타에 의해 - 한 사람이

나 집단이 ‘權力을 잡고’ 그리고 가령 制憲評議會를 작동시킬 경우 존재한다. 만약 

實效的이 되어버린 規律體系를 ‘效力있는 規範體系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첫째의 - 

단순히 사실적인 - 행위가 授權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想定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이러한 想定이 根本規範이다.’ 근본규범에 대한 수많은 논란을 아는 이들은 아

마도 이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는 사실 더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3) 

이 자리에서 더 언급할 것은 첫째의 ‘事實的인 規律’은 바로 단순한 하나의 사실

이기 때문에 그 밖의 ‘規範들’의 기초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 

이미 David Hume이 유의해 놓았듯이 - 하나의 存在로부터는 어떠한 當爲도 도출

(추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根本-事實이 아닌 하나의 根本-“規

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순수법학은 根本規範의 理論과 함께 또한 명백히 해야 할 것은 그것이 

실정법질서를 - 가령 道德秩序나 自然法같은 - 더 ‘높은 秩序’에 소급하지는 않는

다는 점이다. 순수법학은 바로 實定法을 ‘敍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법학이 이

를 바로 ‘根本規範의 想定’하에서만 서술하기 때문에, 각 개인은 實效的인 規律體系

에 대해 - 그것이 아무리 非難할만 한 것일지라도 -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순수법학이 표방한다고 비난하는 일체의 비판들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각 개인에 맡겨 두고 있다. 이로써 순수법학은 ‘法服從의 問題性’

을 완전하게 밝혀 주고 있다: 아무도 자기의 最後的 正當化를 위해 실정법을 끌어 

Rechtsphilosophie und Gesetzgebungslehre, 1992, 35면 이하에 피력되어 있다.

3) 根本規範에 대한 필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특히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s 

Gedankens der Grundnorm, Schwerpunkte der Reinen Rechtslehre(켈젠연구소총서, 

제18권, 1992) 47면 이하 그리고 Die Grundnorm im System der Reinen Rechtslehre, 

FS Krawietz, 1993, 8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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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 수는 없다. ‘實定法을 따르느냐 그것에 反抗하느냐는 각 개인의 道德的 決斷으로 

남는다!’ “Kelsen의 法律學的 實證主義는 실정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한 

Horst Dreier의 지적은 적절하다.4) 

3. 對象과 方法의 選擇에 대한 諸根據

순수법학에 대해 제기되어야만 하는 질문중의 하나는 法理論의 대상과 방법을 순

수법학이 한 것처럼 선택하는 것이, 즉 ‘社會的 權力의 規律’을 ‘效力있는 規範’으로 

기술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결코 ‘最後的 對答’은 없다. ‘對象

의 선택’은 ‘實定法의 體系의 認識에 대한 關心’이 - 그 道德的 또는 自然法的 要請

에의 合致여부의 문제와는 전적으로 관계없이 - 존재한다는 想定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예로, 즉 먼 나라에 있는 病患중의 어머니를 방문하고 선물을 가져가

려는 이는 入國과 搬入이 어떻게 道德的으로 이의가 없이 규율되어 있어야 하는가

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려는 나라의 實定法에 그것이 어떻게 규율되

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할 것이라는 데서 밝혀진다.

4. 對象과 도그마틱적 方法의 選擇의 結果

 規範的 고찰의 대상으로서 實定法이 선택되면, 모든 설명은 이 規範體系를 문제

삼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것만이 敍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그것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그 때문에 다른 規範的 體系들(道德, 自然法)과의 

混同은 - 유명한 分離테제의 의미에서 - 배제된다. 實證的인 法의 敍述과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歷史的으로 어떻게 그에 이르 느냐의 문제, 그 社會的 

作用의 문제와 實證的인 法을 道德的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

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결코 배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것은 그 固有의 學問領域 

- 法制史, 法社會學 그리고 倫理學 -에서 할 일이다. 이러한 학문들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은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獨自的 意味가 강조된 것이다. 法學은 法制史, 

法社會學 또는 倫理學으로 대체될 수 없다. 

5. 理論의 一般性에 대하여

순수법학은 하나의 一般理論이려 하지 하나의 또는 여러 개의 특정한 法秩序의 

이론이고자 하지 않는다. 이는 순수법학에 의해 획득된 理論的 洞察들이 상이한 법

질서들에 대해 그 성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령 法秩

序의 段階構造論은 원시적인 법질서보다는 복잡하게 구축된 법체계를 파악하는 데

4) H. Dreier, Rechtslehre, Staatssoziologie und Demokratietheorie bei Hans Kelsen, 제2

판, 1990,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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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성과가 클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이론의 一般性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6. 純粹法學의 學問史的 背景에 대하여

 순수법학은 學問史的으로 그 ‘認識客體’의 ‘規定’과 아울러 전적으로 19세기 우리 

문화권에서 발전했고 가령 Paul Laband의 이름과 함께 처음 알려진 國法學的 實證

主義의 전통에 서 있다. 그 관련의 존재는 傳記로 밝혀진다: Edmund Bernatzik

(1854-1919)은 1894년에서 1919년까지 Wien대학에서 지도적인 公法學者로 활약하

기 전에는 Straßburg의 Laband와 Otto Mayer에서 硏究生活을 했던 것이다. 

Kelsen은 그의 ‘弟子’ 으며 또 그의 ‘後任’이 되었다. 물론 Kelsen의 이론이 國法

學的 實證主義와 구별되는 점은 특히 根本規範의 이론이 밝히듯이 ‘그 理論의 認識

批判的 定礎’에 있었다. 낡은 實證主義는 순수법학의 ‘批判的 法實證主義’가 되었으

며 이로써 - Horst Dreier가 함축성있게 지적했듯이 - “실로 가장 철저하고, 가장 

明晳하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가장 예리한 實證主義的 法學의 形態‘가 된 것이다.5)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둘 것은 순수법학은 - 많이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 哲學的 

實證主義와도, 또한 Moritz Schlick을 중심으로 한 Wien써클의 新實證主義와도 관

계가 없다는 점이다. Schlick은 주지하듯이 근본적으로 規範的 考察을 거부했으며, 

이는 Kelsen이 수락할 수 없었던 바다. 물론 순수법학은 論理經驗主義와는 合理的 

認識의 追求와 方法純粹의 倫理에서 합치되고 있다. 

7. 純粹法學의 哲學的 基礎에 대하여

 순수법학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Kelsen 자신도 그 계기가 되지만 많은 연구

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너무 나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모든 

學問理論은 - 法學의 理論도 - 일정한 哲學的 根本立場을 - 의식적이든 무의식적

이든 -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의 일정한 哲學的 理論體系를 바탕으

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법학이 취한 중요한 哲學的 根本立場은 가령 當

爲世界와 存在世界의 想定과 實效的인 强制秩序를 效力있는 規範의 體系로 해석할 

수 있기 위한 超越論理的 想定으로서의 根本規範의 構成에서 보듯이 Kant의 일정

한 哲學理論에 소급될 수 있다. Kelsen은 이를 조심스럽게 Kant 認識論의 유추적 

적용이라고 규정했다. Kelsen理論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 시도된 많은 연구들은 성

과가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점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단지 언

급할 것은 켈젠의 제자인 Felix Kaufmann(1895-1949)과 Fritz Schreier (1897-

1981)가 순수법학을 E. Husserl의 現象學에 근거시킨 시도이다. Kelsen은 Husserl

의 心理主義에 대한 境界設定에는 찬동했으나6) 자기 제자들의 언급한 바와 같은 

5) H. Dreier, 위의 책,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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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는 따르지 않았다. 

8. 純粹法學의 歷史的 背景에 대하여

종종 금세기 초에 Wien에서 순수법학이 발생할 歷史的・社會的 理由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었다. 이 시기의 一般的인 批判的 雰圍氣가 거론될 수 있겠다. 

당시 Sigmund Freud는 그의 ‘精神分析學’을 발전시켰으며, Wien ‘實證主義學派’가 

서서히 생겼으며, ‘新藝術’은 - 가령 Klimt를 생각할 수 있는데 - ‘시세션 운

동’(Secession)을 일으켜 전통에 외면했으며, Schönberg는 ‘12音 音樂’을 시작했으

며, ‘批判文學’이 (가령 Schnitzler와 함께)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近代性의 精神’이

라 할 수 있으며, 이 틀 안에서 새로운 法學派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순수법학

이 19세기의 實證主義法學과의 관련을 물론 간과하지 않으면서 때때로 자신의 새로

움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아 맞는 말이다.7) 

그러나 당시의 學問的 흐름에 대한 據證할만한 학문적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은 

지적할 가치가 있는 듯하다. 사실 Kelsen과 Freud 사이에 어느 정도 접촉은 있었

지만 - 人的 관계에도 불구하고 - Freud의 학문적 향은 얼마 안 된다.8) Kelsen

은 Wien 新實證主義學派와는 사실 反形而上學的 경향에는 일치했으나 그 規範科學

의 拒否와 관련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다른 하나의 局面에 대하여 말한다면 어쩌면 당시의 사정상 多民族國家로서의 오

지리 帝國의 法秩序의 특수상황이 거론될 수 있다. 즉 오지리 憲法學者에게는 특히 

法이란 單一한 民族精神의 산물이 아니라 도나우 帝國의 多民族을 일차로 결합시켜 

주는 것은 共通的인 法秩序이고, 그래서 이 국가는 - 순수법학이 나중에 일반적으

로 그랬듯이 - 무엇보다 곧 법질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 필

시 명백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Ⅱ. 規範理論

1. 槪說

‘規範’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規範’은 ‘意志的 (立法)行爲의 意味’로 지칭될 수 있으나 當爲意味와 사실상의 意

6) H. Kelsen, Hauptprobleme der Staatsrechtslehre, 제2판, 1923, IX, 67면.

7) 이 점에 대해서는 A. Merkl, Neue Wege der Rechtswissenschaft, Schweizerische 

Juristen-Zeitung, 제18권, 1922, 303면; C. Jabloner, Kelsen and his circle: The 

Viennese Year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 1998, 368면 참조.

8) 이 점에 대해서는 L. Adamovich, Kelsen und die Tiefenpsychologie, Hans Kelsens 

Wege sozialphilosophischer Forschung(켈젠연구소총서, 제20권, 1997), 12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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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的 (立法)行爲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意志的 (立法)行爲는 ‘存在’의 역에 있

으며, 그것의 意味-內容은 ‘當爲’의 역에 있다.

純粹法學은 철학적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存在의 역 내에서의 事物

의 存在를 인정하듯, ‘當爲의 역 내에서의 特殊한 현상으로서의 規範의 存在(效

力)’로부터 출발하는 한 ‘現實主義的’ 이론이다.

모든 ‘規範科學’은 ‘規範’의 存在와 內容에 대한 ‘言明’을 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이러한 ‘規範에 대한 言明’은 ‘언명이 행해지는 規範 자체’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

다. 이는 특히 ‘規範’은 ‘效力있는’ 規律이지만, 규범에 대한 언명은 효력있는 것이 

아니라 참이거나 참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첨언한다면, 순수법학은 ‘規範’

과 ‘規範에 대한 言明’의 엄격한 分離의 필요에 대한 통찰을 처음부터가 아니라 서

서히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통찰로부터의 최후적인 結論은 늦게서야 이끌어 내었

다. 이 결론이란 무엇보다 ‘規範의 論理란 존재할 수 없으며’, 論理的 規則들은 오히

려 ‘規範을 敍述하는 命題들’에만 관련된다는 통찰이다.

2. 法規範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규범들이 ‘法規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道

德과 慣習의 規範’들도 다룬다. 이들은 法規範과는 경계지워져야 한다. 이 경계는 

여기에서 단지 아주 단순화해서 지적될 수 있다: 法規範은 規範侵害時 ‘궁극적으로’ 

하나의 制裁, 즉 組織化된 强制, 특히 刑罰이나 强制執行이 규정되고 있는 體系의 

規範이다.

3. 法規範의 種類

법규범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범규범들은 어떤 종류로 구별할 것인가

의 문제는 순수법학의 발전과 함께 전개된 것이며 자세한 것에까지 모두 설명될 

수는 없다.9) 그러나 약간의 통찰들은 지적될 수 있다.

a. 확실하게 法體系의 중심점에 놓여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 예

컨대 殺人하지 말 것을, 稅金을 納付할 것을, 右側으로 運轉할 것을 - 명하고 그런 

행위가 없을 경우 刑罰이나 强制執行을 규정하는 ‘强制規範’이다. 이 强制規範은 따

라서 ‘要求(命令)部分’과 ‘强制部分’을 갖고 있다.

b. 그러나 法體系는 要求的 强制規範뿐만 아니라 ‘授權的 規範’들을 포함하고 있

다. 法은 보통 말하듯이 자기 자신의 創設을 규율한다. 이는 授權規範이 일정한 사

람(가령 君主나 議會)에 ‘法의 創設이나 廢止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해진다. 이

9) 이에 관해서는 R. Walter, Der Aufbau der Rechtsordnung, 제2판, Wien 1974; Reine 

Rechtslehre, Ergänzbares Lexikon des Recht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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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규범들은 ‘法創設規範’이라고 부를 수 있다.

授權規範은 그러나 법의 創設뿐만 아니라 그 ‘執行’(實現)까지 授權할 수 있는 규

율들이다. 判決을 내리고 行政行爲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하는 이에게는 法과 授權

이 필요하다; 그는 이를 통해 法秩序의 機關이 된다. 그는 그런 행위를 행할 의무까

지 질 수 있다. 그러면 이를 命하는 强制規範까지 덧붙여진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 Kelsen은 後期理論에서 ‘廢止的 法規範’ - 말하자면 오직 다른 규범을 폐지하

는 내용만을 가진 규범 -을 인정했다. 사실 이 규범은 授權規範에 의거하고 있으나 

授權이 아니라 ‘特殊한 規範的 機能’을 지닌다. 이를 固有한 規範範疇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는 지금도 순수법학 내에서 논란되고 있다.10) 

d. Kelsen은 理論의 展開過程에서 ‘許容的 法規範’도 인정했다. 이를 통해 强制規

範은 지양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內容의 法規定은 廢止規範 또는 强制規範

의 制限部分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固有한 許容規範의 상

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1)

4. 法規定

‘法規範’이란 매우 包括的인 形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상정하는 것은 法秩序

의 總體-構造를 표현하기 위해 合目的的이다. 그러나 법률가의 작업은 法規範의 단

순한 部分에 그치고 만다. 일반적으로 完全한 法規範이란 구성되지 않고 범규범의 

構成部分이 되는 그런 法律的 要素들만이 다루어진다. 이러한 - 法素材를 이루는 - 

부분을 ‘法規定’이라 부를 수 있다. 보통 이것이 서술되고 그 機能이 연구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包括的인 法規範槪念이 구성되는 것은 法規範의 構成에 기여하는 것

만이 法素材가 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純粹法學 내에서 規範構成의 역이 앞으로 많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점이다.

Ⅲ. 法段階構造의 理論

1. Kelsen은 - 순수법학을 定礎지운 - 國法學의 主要問題 (1911)에서는 전적으

로 ‘法律의 分析’에만 집중했다. ‘法律創設과 法律執行은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10) 否定的 입장은 R. Thienel, Derogation, Untersuchungen zur Reinen RechtslehreⅡ(켈

젠연구소총서, 제12권, 1988) 23면 이하. 肯定的 입장은 G. Kucsko-Stadlmayer, 

Rechtsnormbegriff und Arten der Rechtsnormen, Schwerpunkte der Reinen Rechts-

lehre(켈젠연구소총서, 제18권, 1992), 31면 이하.

11) 같은 견해로는 G. Kucsko-Stadlmayer, 위의 논문, 31면 이하.



342 沈      憲      燮 서울대학교 法學

따라서 그 著書는 ‘法의 靜態的 考察’이 임무 다. 이는 Kelsen의 제자인 Adolf 

Merkl(1890-1970)의 향으로 달라졌다. Kelsen은 主要問題 의 (改正되지 않은) 

弟2版의 머리말에서 理論의 展開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그는 “段階論을 純粹法學의 

體系의 本質的 構成部分으로 수용하 다”(XVI)고 쓰고 있다.

Merkl은 많은 논문에서 法이란 ‘段階形式的인 創設體系’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주장했고, 이 견지는 순수법학의 확고한 구성부분이 되었으며, 이는 그러나 이 학파

를 넘어 향을 또한 미쳤다.12) 물론 이는 때로는 - 자세히 고찰해 보면 아주 複雜

한 - 이 理論을 너무 單純化해서 適用하는 결과도 낳았다.13) 이를 윤곽이나마 보이

기 위해서는 두 개의 구별되는 段階, 즉 ‘法的 制約性에 따른 段階構造’와 ‘廢止力에 

따른 段階構造’에 주목하여 보겠다.

2. 法的 制約性에 따른 段階構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다른 

법규범(또는 그 부분인 法規定들)의 創設을 수권하는 法規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법질서 내에서 우선 하나의 단계, 즉 創設을 규율하는 법규정과 그것을 기초로 창

설된 법규정 사이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일정한 法創設規範(法創設規則)에 따라 

제정된 법규정은 그 法的 效力을 法創設規範에서부터 도출하기 때문에, 법창설규범

은 ‘上位의’, 그것에 의해 창설된 법규정은 ‘下位의’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 ‘上位의’ 

법창설규범은 ‘下位의’ 창설된 규범을 제약하는 것이다.

3. 廢止力에 따른 段階構造에서는 ‘法形式(態)의 構成’이 문제된다. 동일한 ‘法形

式’은 ‘동일한 創設規則’에 따라 제정된 법규정들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 그 내

용에 관계없이 - 법규정을 나타내는 憲法形式, 法律形式 또는 命令形式을 말한다. 

이런 法形式들은 이제 그 廢止力의 規準에 따라 구성된다. 다른 法形式의 법규정들

을 폐지시키나 다른 法形式의 그것들에 의해서 폐지될 수 없는 법규정을 가진 그런 

법형식은 上位인 것이다. 그리하여 憲法形式의 규율들은 규칙상 法律形式의 규율들

을 폐지시키나 그 반대일 수 없다. 이는 法律形式과 命令形式의 관계에도 유추된다.

4. 여기에서 더 자세히는 파고들 수 없는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段階體系들 사이

의 관계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상세한 것을 논하는 대신에 다만 - 순수법학에서 

전형적인 것이기에 - 지적되어야 할 것은 순수법학이 實定法의 構造를 최대한 명확

히 설명해 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또한 段階構造論의 關心事이기도 하다. 

12) 필자의 견지에 대해서는 R. Walter, Der Aufbau der Rechtsordnung, 1974; Die Lehre 

vom Stufenbau der Rechtsordnung, Archivum iuridicum Cracoviense, ⅩⅢ, 1980, 5

면; Der Stufenbau nach der derogatorischen Kraft im österreichischen Recht, ÖJZ, 

1965, 189면; Der Stufenbau von Verordnung, FS Seidler, 1985, 331면; 또 H. Mayer, 

Die Theorie des rechtlichen Stufenbaus, 켈젠연구소총서, 제18권, 37면.

13) A. Merkl의 맨 나중의 로는 Prolegomena zu einer Theorie des rechtlichen Stufen-

baus, FS Kelsen, 1931, 252면.



제40권 1호 (1999) 한스 켈젠의 法理論 343

그러나 단계구조론과 관련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도 지적해야겠다: 法創設의 

段階構造 내에서 上位段階는 下位의 段階를 決定하는 强度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령 立法者는 보통 命令權者나 法官이 法律에 의해 제

한받는 것보다 덜 제한받는다. 그러나 가령 立法者의 形成의 餘地, 裁量이나 不確定

的 法槪念들에서 드러나듯이, 모든 단계에서 授權機關에는 餘地가 있다. 그리하여 

段階構造論은 法創設이 準論理的 過程이라는 환상에 반대하며, 단계마다 법이 ‘執

行’될 뿐만 아니라 법이 또한 ‘創設’되며, 그래서 法行爲는 한편 法執行機能을, 다른 

한편 法創造機能을 가지며, 그래서 - Merkl의 표현을 쓰자면 - 두 개의 法얼굴, 야

누스의 머리와 같다고 지적하려 한다.14)

Ⅳ. 解釋理論15)

‘解釋’을 ‘法規定의 內容을 확인’하는데 이바지하는 ‘精神的 過程’으로 이해한다면, 

우선 - 段階構造論과 관련해서 - 해석을 통해 늘 하나의 - 올바른 - 解決이 발견

될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종

종’ 해석은 ‘相異한 解決들이 合理的으로 同價値的인’ 것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決斷’되지 않으면 안 된다. 法行

爲 - 예컨대 法律이나 判決 - 의 定立은 바로 上位의 法規定이 하나의 ‘豫定’을 포

함하고 있는 한에서만 결정되어 있다. 이를 ‘認識’하는 것만이 法學的 解釋의 과제

일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것은 法政策的 提案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2. 따라서 法行爲를 정립할 기관은 두 개의 과제, 즉 上位의 法規定에 의해 어느 

정도로 결정되어 있는지를 ‘認識’하고 - 이 과제는 法學的 解釋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고 - 그리고서는 밝혀진 테두리 내에서 ‘決斷’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 따라서 

‘解釋’과 ‘適用’은 분리되어야 한다.

3. ‘解釋’이 어찌 가능한가는 嚴正한 法理論으로서는 우선 단지 그 결과가 客觀的

(間主觀的)으로 검토가능한 合理的 方法들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라고 대답될 수 

있다.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은 解釋方法이 고려된다.

a. 文法的 解釋을 포함한 ‘文言解釋’. 文言의 의미를 - 어느 정도의 不確實性 내에

14) A. Merkl, Das doppelte Rechtsantlitz. Eine Betrachtung der Erkenntnistheorie des 

Rechts, JBI, 1918, 425, 444, 463면.

15) 필자의 견지에 대해서는 R. Walter, Das Auslegungsproblem im Lichte der Reinen 

Rechtslehre, FS Klug 1983, 189면; Die Entwicklung der Reinen Rechtslehre und das 

Auslegungsproblem, Hermeneutik und Strukturtheorie des Rechts, ARSP-Beiheft 

20, 1984, 129면; Die Interpretationslehre im Rahmen der Wiener Schule der 

Rechtstheorie, FS Leser, 1993, 1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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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확인하는 것은 合理的 手段으로 해내야 하는 과제이다. 文法的 規則의 적용도 

마찬가지이다.

b. ‘主觀的 - 歷史的 解釋’, 이에 따른 歷史的 立法者의 ‘事實上의 意慾’의 發見. 

이를 확인하는 것은 - 물론 限界 내에서 - 資料들을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事實的 意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 특히 擬制的 立法者에 주목하는 것은 -

이런 경우 檢討할 수 없게 많은 것이 꾸며댈 수 있기에- 배제되어야 한다. 

c. 오늘날 매우 현대적인 ‘目的論的 解釋’은 앞서 말한 바와 함께 빼놓을 것은 아

니다. 嚴正한 理論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目的을 어떻게 발견하는가이

다. 그것이 가령 文言이나 立法資料들에서 밝혀진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반대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解釋者의 意思로부터만 나온다면 그것은 엄정

한 이론에서 자리잡을 수 없다.

Ⅴ. 法과 國家

1. 순수법학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점은 國家라는 특별한 현상에 대한 法律的 고

찰은 法秩序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Kelsen은 국가를 “하나의 特殊한 ‘規範

的’ 統一體로 그리고 결코 어떤 因果法則的으로 파악해서는 안 될 形像으로‧‧‧” 본

다.16) Kelsen은 이러한 이론으로써 특히 국가를 ‘法的 制度’로는 물론 ‘社會的 形像’

으로도 파악하려 했던 Georg Jellinek의 ‘兩側面說’에 대항했다.17) 한 ‘對象’의 그렇

게 異質的인 ‘側面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만 하는지는 Jellinek에서는 명

확치 않다.18) Kelsen은 ‘國法學’의 핵심문제들을 法律的인 문제로 파악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 언급하겠다: 

兩側面說에 따르면 ‘國家’라는 사회적 현상은 일차적으로 統治權하의 ‘人間의 共

同體’이다. 이에 무엇이 ‘多數의 人間들’을 하나의 인간의 ‘共同體’로 만드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든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을 고찰해 보면 그들 사이에 다양하

고 상이한 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을 하나의 國家的 共同體로 

묶는 것은 事實的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受範者’로 총괄하는 規範

的 規準, 말하자면 法秩序이다. Kelsen에서 국가의 ‘諸要素’는 엄격히 法律的으로 파

16) H. Kelsen, Der juristische und der soziologische Staatsbegriff, 제2판, 1928, Ⅴ면, 그 

후 계속 같은 입장을 취했다; H. Kelsen, Allgemeine Staatslehre, 1925, 3면; Reine 

Rechtslehre, 제1판, 1934, 115면, 제2판, 1960, 288면;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1945, 181면 참조.

17)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제3판, 1919, 11면.

18) 이런 지적은 G. Kleinheyer/J. Schröder, Deutsche Juristen aus fünf Jahrhunderten, 제2

판, 1983,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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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어 있다.

이에 따라 ‘國土’는 事實的인 統治領域이 아니라, ‘法秩序의 場所的 效力範圍로 보

고’ 있다.

‘國民’은 인간의 총합이 아니라 법질서에 의해 義務와 權利를 갖게 되는 受範者로 

파악된다. 따라서 그것은 ‘法秩序의 人的 效力範圍’인 것이다.

‘國家’라는 ‘共同體’를 ‘統治權’을 통해 특징지우는 것은 ‘法秩序’를 오직 ‘實效的 秩

序’로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것이다.

‘國家形態’의 파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 좀 더 자세한 고찰이 가르치듯이 - 

특히 憲法에서 표현되는 法的 形成인 것이다.

兩側面說이 성공적으로 거론․주장되었고 또 되고 있는 것은 抽象的 形像을 人格

(“擔持者”)과 결합시키려는 인간의 思考傾向으로써 Kelsen은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法秩序’라는 홀로 파악될 수 없는 抽象的 形像은 法秩序의 ‘擔持者’(또는 

創造者), 즉 - 사실상 주어져 있는 것으로 고찰된 - ‘國家’와 결합된 것이다. 이리하

여 사실 重複이 일어나고 있다. 즉 ‘法秩序’ 이외에 - 올바르게 고찰하면 - 양자가 

‘同一한’ 것인데도 ‘國家’를 또한 더 인정한 것이다.

國家와 法의 二元論을 상정하는 두 번째의 이유로는 우리가 法 이외에 경우에 따

라 내세울 수 있는 제2의 體制를 갖고 있다는 政治的 意圖를 들 수 있다. 가령 法

體系 내에서는 근거가 없는 ‘緊急行爲’를 그것이 국가의 “本質” 또는 “課題” -더 솔

직히 말해서 “國家理性”- 에 합치하기 때문에 적어도 “國家行爲”로 정당화할 수 있

다는 것이다.

2. “國家”의 개념은 법이론에서는 ‘歸屬点’으로서 역할한다. 우리는 ‘國家機關’과 

‘國家行爲’를 말하고 또 이와 함께 ‘國家機關’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國家行

爲’를 다른 사람의 規律行爲로부터 구별한다. 이러한 區別을 정당화하는 사정이 어

떤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國家機關’은 결코 自然現

象은 아니며, 그가 法秩序에 의해 “國家를 위해서” -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해서 法

秩序의 實現者로서 - 행위하도록 ‘授權’되어 있는 한, 하나의 ‘사람’이다. 그리고 ‘國

家行爲’는 그것이 일정한 事實的 性質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自由刑執行의 國家行爲는 自然的 事件으로는 自由剝奪의 不法行爲로부터 

구별되지 않는다. 즉 自由剝奪에 대한 法的 授權이 존재할 때 執行行爲가 된다. 이 

授權이 事實的 行爲를 法行爲로 만든다. 法秩序에 의해 授權되지 않은 사람이 행위

한다면 法行爲는 없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하여야 할 것은 法秩序는 때때로 授權에 꼭 합치되지 않는 

가령 警察의 違法的인 逮捕와 같은 여러 行爲도 法行爲로 선언하나, 사실상 그 경

우에도 授權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Merkl이 지칭한 바의 法秩序의 ‘瑕疵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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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Fehlerkalkül)이다.19) 

우리가 ‘國家機關’과 ‘國家行爲’를 말함으로써 이 對象들은 ‘國家’와 合一된다. 국

가는 ‘歸屬点’이 된다. 올바로 본다면 그것은 法的 合一이다. 국가는 對象的인 관계

에서도 法的 現象임이 분명해 진 것이다.

Ⅵ. 法, 法學, 論理

순수법학은 이미 설명했듯이 오래 전부터, 한편 規律的(指示命令的) 또는 授權的 

‘法의 規範’과, 다른 한편 이들 규범을 기술하는 ‘法學의 命題’를 구별할 것을 강조

한다.20) Kelsen은 이러한 통찰에서 나오는 중요한 결론을 만년에 와서야 명백히 했

다.21) 그것은 ‘法과 法學에 있어서의 論理의 役割’이다. Kelsen은 ‘論理의 規則들’은 

- 참인 命題에 대한 규칙들로서 - ‘法規範에 대한 法學의 言明들’에 대해서 적용되

나, ‘規律的(指示命令的) 法規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이

와 함께 그는 - 그 후의 토론에서 일컬어졌듯이 - ‘(命令)表現的 規範觀’에 입각했

다.22) 이러한 문제 역에서 순수법학의 입장과 특히 관련되는 문제는 - 전세계에 

걸쳐 일부는 찬성도 하고 일부는 비판도 하면서 토론된23) - ‘規範衝突’의 문제와 

‘規範的 三段論法’의 문제이다. 이 - 매우 어려운 - 문제 역에 대해 아주 짧게 다

음과 같이 말해야겠다.24) ‘規範衝突’에 있어서는 특히 法規定 사이의 충돌은 論理에 

19) A. J. Merkl, Die Lehre vom Rechtskraft, 1923, 293면. “瑕疵計算이란 그 發生과 效力에 

대한 그 밖의 實定法的 前提들의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 行爲들을 國家에 귀속시키게

끔 法律的으로 가능케 하고, 그런 행위를 欠缺에도 불구하고 法으로 인정케 하는 實定

法的 規定이다”

20) H. Kelsen, Reine Rechtslehre, 제2판, 1960, 73면 참조.

21) 특히 H. Kelsen, Allgemeine Theorie der Normen, 1979, 150면.

22) 이에 대해서는 C. E. Alchourron/E. Bulygin, The expressive conception of norms, 

New Studies in Deontic Logic, 1981 참조.

23) 이는 Kelsen의 입장에 불명료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補完하려 했다. R.

Walter, Das Problem des Verhältnisses von Recht und Logik in der Reinen 

Rechtslehre, Rechtstheorie, 1980, 199면; Normen und Aussagen über Normen, FS 

Adamovich, 1992, 714면; Das Problem des ‘normativen Syllogismus’ in Kelsens 

Allgemeiner Theorie der Normen, FS Opalek, 1993, 347면.

24) 이 분야에 대한 들은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E. Bulygin, Zum Problem 

der Anwendbarkeit der Logik auf das Recht, FS Klug 1983, 제1권, 19면; R. Lippold, 

Um die Grundlagen der Normenlogik, Untersuchungen zur Reinen RechtslehreⅡ(켈

젠연구소총서, 제12권), 1988, 146면; O. Weinberger, Normentheorie als Grundlage der 

Jurisprudenz und Ethik, 1981; O. Weinberger, Kelsens Theorie von der 

Unanwendbarkeit logischer Regeln auf Normen, Die Reine Rechtslehre in wissen-

schaftlicher Diskussion(켈젠연구소총서, 제7권), 1982, 108면; H. Yoshino, Zur 

Anwendbarkeit der Regeln der Logik auf Rechtsnormen, Die Reine Rechtsleh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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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法規則들(예컨대 - 전적으로 ‘非論理的인’ - “後法은 先法을 

廢止한다”는 규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되어야 한다. 이른바 ‘規

範的 三段論法’에서는 ‘法學의 思考過程’과 ‘法適用의 執行過程’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法律的 三段論法의 大前提는 適用法律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言明

이며, 結論은 ‘推論된’ - 準論理的으로 획득된 - 判決이 아니라 무엇이 一般規範과 

관련해서 具體的 事例에서 法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記述이다. 그러나 ‘判決’은 법

질서에 의해 ‘法律을 근거로’ 決定을 할 임무를 진 법관이 법학에 의해 기술된 思考

過程을 유의하면서 비로소 ‘法官에 의해 定立된’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適用할 法律의 記述은 법관에게 ‘餘地’를 줄 수 있으며, 따라서 ‘法律을 根

據로’ 內容的으로 相異한 判決이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法學的 考察은 

물론 ‘餘地’의 限定에 그친다. 법관은 이 범위 내에서 ‘決斷’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래서 判決이 일부는 ‘認識’으로서만, 일부는 ‘決斷’으로만 지칭된다면 그것은 동전의 

한면만을 파악한 것이 된다.

내가 취한 法과 論理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최근에 O. Weinberger의 批判을 받

았다.25) 이는 나로 하여금 다시금 나의 견해를 아주 짧게 설명하고 명확히 하는 좋

은 계기를 주고 있다.

1. 나의 견해로는 論理의 諸規則은 - 存在의 世界에 존재하는 - 事物에도 타당하

지 않듯이 - 當爲의 世界에 존재하는(效力있는) - 規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論理의 諸規則은 規範이나 事物의 存在나 屬性에 대한 言明들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내가 그랬듯이 이를 “記述”이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2. 하나의 일정한 規範體系에 대한 言明들은 ‘規範衝突’, 즉 反對的인 것(a 이어야 

한다 - a이어서는 안 된다)을 규율하는 法規定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키게 된다. 이 

충돌은 충돌하고 있는 法規定들에 대한 言明들을 통해 規範Ⅰ에 의해 당위된 것과 

規範Ⅱ에 의해 당위된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면서 발견된다. 이것이 命題를 통해 

거시되면 當爲된 것(a 이어야 한다 - a이어서는 안 된다)에 대한 두 개의 矛盾되는 

命題에 이른다. “規範體系S에서 a이어야 한다는 規範이 타당하다”와 “規範體系S에

서 a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規範이 타당하다”는 두 命題 사이에, 規範衝突에서는 두 

命題가 참이기 때문에, 矛盾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Weinberger에 찬성한

다. 그러나 이런 論理的인 놀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내가 두 法規定의 

‘內容’을 命題를 통해 “記述”할 경우 - 이 경우 法規定의 內容을 거시한다는 의미에

서 “記述한다”는 말의 선택도 아마 뜻을 갖게 되는 바이지만 - 矛盾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을 선택하는 가는 무관하다. 문제는 우리가 - (“S에서는 

wissenschaftlicher Diskussion(켈젠연구소총서, 제7권), 1982, 142면.

25) O. Weinberger, Reine Rechtslehre und Logik, ZÖR, 제53권, 199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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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하다”)는 規範의 ‘存在’(效力)에 대한 言明과 그 ‘內容’에 대한 언명(“S에서

는 P이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을 合一시키는 Weinberger와는 달리 - 이 두 

言明들을 분리하고 規範衝突의 確認과 관련해서는 ‘內容에 대한 言明들’만에 주목한

다는 것이다. 

3. Weinberger가 規範論理的 推論에 대해 말한 것은 여기에서 짧게만 언급하지

만 나는 다른 根本想定에서 보기에 나의 입장에 대한 反論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 

즉 規範定立行爲없는 규범이 없다고 한다면 - 하나의 一般規範이 있을 경우 - 이에 

일치되는 個別規範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범이 ‘定立’되었는가가 중요

하다. 모든 도둑은 징역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一般規範의 존재로부터 가령 도둑 A

는 징역에 처하여야 한다는 個別規範의 존재가 論理的으로 ‘推論’되지 않는다. 이러

한 個別規範은 法官의 行爲에 의해 비로소 定立되지 않으면 - 따라서 일치되는 判

決이 내려지지 않으면 -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個別規範도 前提된 一般

的 規範規則의 結果로 (妥當하지) 않고”, 오직 그것이 定立되는 경우에만 妥當하다

고 하겠다. 이 점에서 法實現의 論理的 導出可能性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법체계에서 일반적 규범(“法律”)들이 처벌하려는 構成要件들과 刑量의 범

위를 확정하고, 法官으로 하여금 犯人에 대해 ‘法律을 근거로’ 判決을 통해 그것에 

일치되게 처벌할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자. 법관이 合理的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과제는 一般規範의 내용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 이를테면 그것을 

記述하는 - 일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法學(여기서는 刑法學)은 법관을 도울 수 

있다. 이 후 - 그리고 事實確定을 본 후 - 법관은 어떤 判決을 법률에 맞게 定立하

여야 하는지 (또는 定立할 수 있는지)를 안다. 여기에서 - 우리가 構成要件에서의 

不確定槪念들이나 刑量의 범위만을 생각해도 - 相異한 判決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도 - 특히 法學도 - 法官으로부터 “判決”이라는 行爲의 定立 - 또 이

와 함께 個別規範의 創設 - 을 빼앗을 수 없다. 법학은 가령 個別規範을 “論理的으

로 推論”할 수 없다. 그러나 법학은 - 물론 規範的 結果를 갖지는 못하지만 - 一般

規範의 內容과 個別規範의 內容을 비교하면서 법관이 法律의 범위 안에서 행위했는 

지를 批判的으로 탐구할 수는 있다.

이로써 法執行에서 (論理的 規則을 동원한) 合理的 考慮와 意志的 決斷이 어떻게 

협력하고, 그러면서도 엄격히 분리되고 있는가가 암시되었다.

4. Weinberger가 ‘Jörgensen의 딜렘마’에 대한 나의 취급태도에 대해 批判的이지

만 그가 나와는 다른 根本想定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들은 성과 있는 것은 

못된다. 이는 특히 ‘論理의 諸規則’은 ‘命題’에 관련되지 ‘規範’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는 - Weinberger가 생각하듯이 하나의 “信仰命題”가 아닌 - 나의 根本的인 立場에 

관해서 이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Jörgensen이 지적한 딜렘마를 迂回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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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다룰 필요도 없다.

Weinberger가 ‘當爲의 世界’에 대한 나의 想定을 문제삼는데 이는 빗나간 것이

다. “存在領域으로서의 規範의 世界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26)는 그 반론은 나의 

입장을 오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當爲의 世界”를 “存在의 世界”에 대한 對立

世界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 Weinberger는 Jörgensen의 딜렘마를 논하면서도 그의 論據를 規範衝突

과 論理的 推論에 관련한 나의 解決에 대한 反對論據로 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이 論據들은 이미 반박되었다. 

Ⅶ. 結  論

Kelsen의 法理論과 그것이 취한 立場들에 대한 이때까지의 나의 言及은 이 - 상

당히 擴張된 - 理論體系에 대한 限定된 洞察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이 理論體

系는 여러 著書에 담겨져 설명되어 있다. 이 이론체계는 - 또한 다행스럽게도 - 아

직은 미완이며, 그 계속적인 構築에 모두가 참여토록 호소하는 하나의 持續的 發展

途上의 理論이다. 

26) O. Weinberger, 위의 , 4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