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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렇 훌훌 

法이란 우엇인가? 1) 惡、法도 法인가? 2) 라는 疑問은 보통 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나 한벤쯤 생각해보는 문제이고 더우기 法的 現象에 관하여 진지한 考察을 하는 사람에게 

는 이 문제는 오랜 思想의 歷史와 人生觀에도 관련되는 문제임을 알게 될 것이다. 現實t!t

界에서 法執行을 하는 官權의 不當한 橫暴， 人權외 홉書， 또는 이른바 ‘法을 통한 獨載’

(tyranny through law) 블 目購할 때에 과연 이 경우에도 法이 라고 하는 것이 存在하고 機

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疑問을 갖게 된다. 

法의 本質과 效力 (nature and validity of law) 에 대 한 論爭은 주로 法에 대 하여 道德이 

어떠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問題와 더불어 發展되어 왔다 3) 

法實證主義者 (legal positivist) 들은 法體系 (legal system) 는 그 덤 體 有效한 法에 대 한 評

價R度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서， 法에 대한 道德的 判斷은 “法아 무엇이어야 할것 

인가" (what the law should be) 를 判斷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지 “法이 무엇인가" (what the 

law is) 를 判斷하는데 있어서는 關聯이 없다고 보고 있다 4) 

法괴- 道德의 關係가 理論上은 물론 現實的￡로도 重흉흉하게 登場하는 것은 이른바 惡法

(das unrichtiges Recht) 體制下의 國民의 違法意識에 있 어 서 라고 말할 수 있다 5) 예 컨대 第

2 次大戰後 西獨에서 나치스獨載體制下의 非人道的 犯罪的 法律에 따르면 市民과 法官의 

* 이 論文의 f다究는 西江大學校 經濟 o 經營問題昭究所의 學術쩌究活動 支援에 의 한 것 임 . 
1) 法이란 무엇인가(What is law?) 라는 물음처럼 人間社會에 휩銀!하게 제기되는 문제도 별로 없고 

(H. L. A. Hart, The εoηcept of Law, p. 1), 또 時代와 A生觀에 짜라 사람마다 各者 그의 法觀을 

主張하게 되 는 三人三法의 現象을 나타나게 하였다(黃山德， 옳哲學講義， 第四訂版， l1 rv16面)

2) 田中成明， 現代法理論， 第13章 惡法"-1/)服從 ε 把抗(有裵聞， 1984) 參照.
3) Joel Feinberg & Hyman Gross(ed.) , Law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Selected Readings) 

(Dickenson Publishing Co. , 1977) p.7. 
4) Ibid. 

5) r惡法도 法이다」라는 命題의 論理的 背景은 숍的 安定性의 흥흥求이고 이것은 權力의 安定뾰의 훨 
求와 은연중 換置된다고 한다. 井上짧 。 失뼈光園@ 田中成明編， 講義숍哲學， 第 5 章 惡、法論 101 
面(좁林書院新社， 198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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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 責任이 문제로 되었던 줬判에서 나치스의 法律의 效力을 中心우로 法實證主義的 立場

과 自然法論的 立場이 각기 활발한 論爭을 展開했던 點， 美國에사 베트1냥戰爭 批判과 黑A

差別敵廢運動이 높게 얼어났던 1960年代末부터 1970年代初에 이르러 徵兵뾰否라든가 差別

的 法令에의 不服從。1 頻發하여 소로우(H. D. Thoreau) 이래의 {專統的인 市民不服從 (civil

disobedience)의 觀點으로부터 惡法論이 時事的 問題료 판텀휘한 注目을 받았먼 點6) ， 가까 

운 日 本에 서 破壞活動防止法制定， 美 日安全保I훨條셈&正， 大學運營臨H좋:펌융품法制定 등을 中

心으로 戰後 惡法論이 광범한 社會的 關心을 불러 일오켰던 이 그것이다. 

f專統的으로 「惡註‘;은 法이 아니 다」 라는 自然法論과 「惡法도 法이 다」 라는 ;숱實5풍主義論。1 

對}L되 어 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法寶證포義者들의 法과 道德、에 대 한 分離主張음 現代 獨

載者들의 「法윤 통한 獨載」의 實降에 있어서 많은 援用原理가 되었었다 8) 

이러한 批判的 覺醒은 나치스의 獨款體制下에서 「戰時特別퍼法J91 ， 1敵意의 法律j101 등 惡

法의 經驗을 통하여 라도브루흐(Gustav Radbruch) 퉁이 얻은 結論우로 獨我的 法制下에서 

法律宗는 法의 倫理性을 새롭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立場이다. 

그터 나 여 기 에 서 주로 例로 도는 나치 스政權과 같은 現代版 全體主義가 法實誼王義의 結

論이냐 아니냐에 대하여는 學者間에 意見對立이 있는 것이다 111 

이 것은 라도브루흐가 2 次大戰以後 法實證王義的 價f直相對王義 (value relativism) 에 서 自

然法論 (natural law doctrine) 쪽오로 轉向하띤서 12) 나치스의 全體主義的 法實證主義에 痛烈

한 批判을 하고 死去한더1 에서 觸發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드브루흐는 法實끓主義 思想、이 

수십년동안 獨適의 、발律家외 民꿨을 支配하야 왔는데 이러한 支配는 이듬의 無批判， 無振

抗으로 말미암이- 매우- 容易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告發하였다. 

$律은 ↑’감等의 批判도 받지 않고 法에 대한 이러한 톱目的 認識態度에 따라 法律家는 道

德的인 不感품만이 아니고 法律 심지어는 權力에 대하여조차 릅從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權力책는 民댔과 法律家블 마음대로 초종할 수 있었우며 그플 앞에서는 어떠한 非人道的

法律도 立法되고 適用될 수 있었우니 라드브투흐는 이러한 나치스의 惡法에 대하여 獨速의 

法實습主義 思考에 그 훨任이 있는 것 이 라고 分析하였다 13) 

6) 예 컨 대 , John Rawls, A Theory 0/ Justice, Chap. VI의 Civil Disobedience 論議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8. Civil Disobedience 폐證 등. 
7) E딩中成明， 現代法理論， 214面 參照.

8) 이 에 관하여 田源培， ‘惡法의 法理’ , 法‘댐， 第11卷 l 號 (서 울大 깐學昭究所， 1969年) 6~7힘 參照.

9) 戰時特딩!j퓨Ij法 CKriegssonderstrafrechtsverordung) ， 1938. 8. 17制定， 이 에 관하여 上握論文， 26面

以下參!照、.

10) 歐意의 法律 (Heimtücke Gesetz) , 1934. 12. 20制定， 이 에 관하여 上獨詞文 26面 以下 參照、.

11) 이 에 관하여 H.1.A. Hart, “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71 Harv. 1. 
Reγ. 615 (1958) (이 하 “ Positivism and Separation"우로 돼한) 

12) Edgar Bodenheimer(ed.) , Jurisprudence: The Philosophy aηd Method 01 the Law (Revised 
edition: Harvard Univ. Press, 1978) p.159; H.1.A. Hart, Ibid. p.616. 

13) 라드브루 흐 自 황이 2次大戰以前까지 는 法의 理念의 세 가지 인 正義， 合 닙 的뾰， 法的安定뾰이 相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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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브루흐에 있어서는 法律이 라논 擺念自體가 ‘보다 높은 法’ (höheres Recht) , ‘法律의 

形態릅 超越한 法’ (디bergesetzliches Recht) , 혹은 人權 (Menschenrech te) 등의 理念的 몇素 

를 內包한 擺念이었으므료 이러한 理念을떠나서는 法의 觀念이란成立할 펴지가 없었던 것 

이 다. 그는 理念을 忘웹한 法律은 아우리 法律的 外形을 딱 었더 라도 그것은 非法 (Nichtrecht)

이 거 나 法律的 外形을 면 不法 (gesetzliches Unrecht) 에 불과하다고 批判한 것 이 다 14) 

이와같이 民꿨과 法律家로 하여급 발律觀念에 대한 正確한 認識을 흐리게 한 것이 法實

證王義的 思考때운이라고 批判한 라도브루흐에 대한 英國의 하아트 (H. 1. A. Hart)敎援는 이 

는 感↑生的이고 非知的 主張 (passionate and less intellectual argument) 이 라고 應빼하며 法實

證主義블 辯護하고 있다 15) 한펀 하아트의 法寶끓主義 擁護論과 그 理論的 派生物언 法과 

道德分離論에 대 하여 法의 價f直包含性論 맞 世洛的 自然法論의 立場에 서 法과 道德、分離論

을 反對하고 하아트에 대하여 콩격하고 나온 사람은 美國 하버드大學의 法哲學 및 횟約法 

敎授였먼 풀려 (Lon 1. Fuller) 였다. 

이 하아트와 풀려의 法과 道德分離與否에 관한 論爭은 各者가 標樣하는 法實證主義와 自

然없論的 立場을 反映하는 것오로서 現代 英美품哲學의 理論的흐름을 理解하는데 必須不可

缺한 論題로 認識되 고 있다 16) 

이하 하아트와 풀려의 法哲學的 理論의 生成背景 및 몇톱와 아울러 各者의 法과 道德分

離 與否에 관한 論爭의 核心을 살펴보기흐 한다. 

u。 하O~토프으I 5좋理論 

1. 法의 搬念과 法實證主義理論

하아트의 法과 道德分離論을 理解하기 위히-여 먼저 그의 法寶끓主義的 法理論의 生成背

景과 몇릅 맞 품實證主義에 있어 그의 先龍인 벤담(}. Bentham)과 오스틴 (}. Austin) 및 

同輩연 갤젠 (H. Kelsen)의 法理論과는 어떻게 다흔가를 삼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하아트는 1907년 英國에 서 유태 계 家底에 서 태 어 나 옥스포드大學에 서 古典， 歷史 및 哲

學을 공부하였다. 哲學에서 技群의 實力을 보인 그는 大學 후業後 法협界에 進出하여 오랜 

衛突할 경우 法的安定性이 擾先하여 寶走法이 安定的.2..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우나 轉向以後 이 

촬定法은 正義에 의하여 支持받는 [펄에 있어서 優先한다고 하였다. See Edgar Bodenheimer, 
lbid. , pp.140-142. 

14) 이 에 關하여 Gustav Radbruch, "Gesetzliches Unrecht and übergesetzliches Recht" (8αddeutsche 
Juristen-Zeitung Nr. 5, August 1946) in Rechtsphilosophie, 6 Aufì. (1963) S.347. 

15) H. L. A. Hart, “Positivism and Separation" p.615. 
16) 英國의 하아트 (Herbert Lionel Adolphus Hart) 는 美國의 폴리 (Lon Luvois Fuller) 와 더 블어 英
語使用園內 國家에서 1940年까지 停止狀態에 있먼 法哲學을 復興시킨 代表的 法함學者로 뿔{íP받 
고 있다. 이 에 관하여 P.M.S. Hacker & J. Raz(eds.) , Law, Morality and Society(Essays in 
honour of H.L. A. Hart) , Preface. 



16 美 國 學

동안 辯護土로 法律實務에 從事하였고 이등안 옥스포드大學에서 哲學講師의 일도 하였다. 

二次大戰後 大學에 서 본격 적 ￡로 哲學陽究에 沒頭하는데 그의 오랜 法律實務의 經驗은 當

時 英國에서 風味했‘떤 言語哲學方法論과 結合하여 法의 觀念分析을 有用하게 하였다 17) 그 

는 9年間의 法律賞務와 7年間의 哲學훌훌義 經驗을 갖고 1952년 隱退하는 굿하트(A.1. Goodhart) 

의 뒤 를 이 어 옥스폭드大學의 法哲學敎授자리 를 맡았다. 1961년 發刊된 그의 主著 「法의 

觀念J (the concept of Law)은 法의 擺念과 法體系에 관한 分析法學과 言語哲學의 結合的

方法에 의한 分析書로서 비록 이 昭究기- 모든 法體系에 관한 普遍的 適用을 목적오로 하고 

있지만‘그 찜究方法論과 主張은 英國의 實證主義法學의 特徵뻐을 主內容우로 하고 있다. 

하아투의 分析法學은 주로 英國의 自 由公利主義(liberal utilitarianism) 와 法實證主義(legal

positivism) 에 바탕을 둔 것우로 흡스(τhomas Hobbes)와 흉 (David Hume)에게서 影響을 

받았고 부다 직접적‘으로는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 오스틴(John Austin , 1790 

'"'-'1859) 및 밀 (John Stuart Mil1, 1806'"'-'1873)의 理論的 {專統을 이 어 받고 있다 19) 

특히 그의 分析法學의 魚點은 벤담과 오스틴의 法理論인 ‘主權者意思說’ (sovereign’ s will 

theory) 을 批判하는 것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하 하아트의 法의 擺念과 法實證主義理論의 播몇블 살펴보고자 한다. 하아트가 속한 

分析法學의 目的은 없과 法理念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데 ，있다. 

이플 위하여 품의 用語와 權念分析이1 많은 觀心을 集中하고 있다 20) 法은 本質的￡로 言

語的 現象을 特性부로 한다. 

法은 言語로써 定立되고 立法된다. 法律行寫와 判決은 言語로 表現되는데 法의 理解는 

복장한 言語의 觀;念듭을 明析하게 理解하는데 있다. 

하아트의 「法의 擺念J (the εoηcept 0/ Law) 에 있어서의 言語分析的 努力은 라일 (Gilbert 

Ryle) 의 「精神의 擺念J (the Coηcept 0/ Mind)을 著述하는 접 근방법 과 類似하다 21) 그는 또 

한 哲學者 오스틴 (J.1. Austin) 과 비 트겐쉬 타인 (Ludwig Wittgenstein) 등 當代 英國의 言語

17) 法哲學은 哲學의 一分科로 哲學方法論이 必흥흥함은 꺼論이 다. 그러 나 英美哲學分野에 서 소흙히 다 

루어왔던 것을 하아트의 the Coηcept 01 Law(196 1) 를 윷機로 맑究가 活性化되었다. 이에 관하 
여 Marcus G. Singer, “ Hart’s Concept of Law," The Journal 01 Philosophy, Vol. LX, No.8. 
1963, p.197; Morris R. Cohen, Reason and Law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0) , Chap. 
5, ]urisprudence as a Philosophical Discipline. 

18) 法實證主義의 評價홈素와 內容에 관하여， W.]. Vren, “Criteria of Legal Positivism", 55 ARSP 
183- (1969); Sarnuel I. ShuIT‘an, Legal Positivism, lts Scope aηd Limitation (Wayne State 
Univ. 1963). 

19) Neil Mac Cormick, H. L.A. Hart (Edward Arnold: Lóndon, 1981), p.6. 
20) 法理論은 簡念的 (conceptual) , 記述的 (descripti ve) , 規範的(normative) 服究方法이 있는데 하아 

트의 「法의 擺念」은 搬念的 맑究方法이 다. 이 에 관하여 E. Philip Soper, “ Legal Theory and the 
Obligation of a ]udge: The Hart/Dworkin Dispute," 75 Mich. L. Reν. 473 (1977). 

21) Gilbert Ryle의 The Concept 01 Mind (London, 1949)가 하아트에게 影響-을 주었지만 하아트는 
라일이 취하고 있는 行動主義 (behaviorism) 를 결코 受諾하지 않았고 오히려 反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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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析學에서 影響을 받았다 22) r法의 擺念」에서 展開된 그의 法理論의 中心內容은 法體系

(legal system) 란 하나의 社會的 줄 (social rules) 의 體系로 이 社會的 롤은 人間의 社會內行

動을 規律하는 것우로 그 存在와 源없을 A間의 社會慣行 (social practices) 에서 찾고 있다 23) 

社會的 룰에는 法的 물 이외에 道德、의 불， 에티켓의 울， 게염의 룰， 스피치의 물 등 여러가 

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法的 률은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가지고 있다. 

法的 풀은 道德的 불과 갇이 義務(obligations 또는 duties) 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러나 道

德的 룰과 달리 ‘第 l 次的 둘’ (primary rules) 과 ‘第 2 次的 릎’ (secondary rules) 로 細分되 

고 이 두가지 불의 相互關係에 依存하는 體系的 特{生을 가지 고 있다 24) 

第 1 次的 붙이란 사람에게 義務를 戰課하는 것오로 不法行薦나 犯罪行薦블 禁止하는 롤， 

즉 ‘義務의 룰’ (rules of obligation) 이 다 25) 第 2 次的 풀이 란 이 와는 달리 사람에 게 어 떤 

行寫를 하도록 義務지 우는 풀이 아니 다. 特定行寫를 할 수 있도록 權限을 歐與하는 물 

(power-conferring rule) 이 다 26) 이 두 종류의 물은 相互關聯하여 하나의 法體系의 特徵을 

이 루는데 예 컨대 第 1 次的 룰을 違反하는 不法行寫나 犯罪行寫가 있을 래 特定人에 게 이 를 

審判할 權能을 眼與하는 룹이 있다。 이 判決의 權限은 不法行寫者에게 被害에 대한 鎭害暗

慣을 하라고 命令하는 權限이나 犯法者를 處뿔j하는 權限을 包含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第 2 次的 룹은 ‘判決의 풀’ (rules of adjudication) 27) 이 라고 한다. 

法의 世界에는 이 第 l 次的 義務의 둘과 第 2 次的 判決의 물을 變更할 경우가 있다‘ 즉 

法의 改正， 廢止， 新法의 制定， 判決의 變更 및 社會慣習의 變化에 따라서 도 그것 이 可能

하다。 이것을 ‘變更의 룰’ (rules of change) 이라고 하는데 이 룰은 特定集團이나 個人(예컨 

대 議會， 大統領， 長官 等)에게 變更權을 眼與하는데 이런 이미에서 이 變更의 둘은 第 2 次

的 롤에 속한다 (secondary rules of change). 28) 

法體系의 獨自的 存在-를 成立시키기 위한 必須的인 또 다른 第 2 次的 룹에 ‘承認의 풀’ 

(rule of recognition) 이 있다고 하아트는 說明하고 있 다 29) 이 承認의 물은 特定 法體系의 

불의 有效↑生 (the validity of the rules) 을 決定하는 判斷基準의 f앓害U을 途行한다。 즉 일정한 

人口와 地域範圍를 포괄하는 社會內에 法體系가 있다면 여기에는 第 l 次的 義務의 둘과 第

22) 言語分析方法에 있어서 하아트는 오스턴이나 비트겐쉬타인보다 오히려 벤담에게서 影響받은 것 
이 더 크다. Anthony R. Blackshield, “ Hart’ s Concept of Law," 48 ARSP 329 (1962). 

23) 社會的 울과 人間의 社會內行動을 說明하고 그 意味를 解釋하는 方法으로 하아트는 J.L. Austin 
과 Peter Winch 등의 言語分析方法에 쓰이는 解釋學方法論(hermeneutic approach) 을 빌어오고 

있다. Neil Mac Cormick, op. cit. , pp, 29-30. 
24) H‘L. A. Hart, The Coηcept 0/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61), pp.95-96. 
25) Ibid. , p.79. 
26) Ibid. 
27) Ibid. , p. 94. 
28) Ibid. , pp.93-96. 
29) Ibid. ,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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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次的 判決의 불 및 變更의 물이 있는데 이러한 둘에 따흔 義務， 權限은 오직 承認의 룰 

에 包含된 承認基準에 準據하여 有效하다는 評價릎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을 包含한 法

體系가 하나의 法體系로서 存在하기 위하여는 묘든 住民과 政府官更가 그 룰을 狗束力있는 

社會的 룰 (binding :social rule)로 받아들이고 이를 適守해 야만 한다. 즉 그들은 이 둘을 ‘內

的觀點으로부터’ (from the internal point of view) 받아들이고 이블 選守해야 한다는 것이 

다이 承認의 불은 共通된 社會的 둡로써 만 存在하는데 이 는 즉 오직 抱束力있는 共通의 

行寫基準오로 받아들여질 때에만 存또한다는 것이다. 

하아트의 法體系論에서 法的 둘은 道德的 울과 內容面에서 重複되는 點야 있고 이 물은 

相互 影響을 미친다고 한다. 이와같은 觀察이 事實上 옳을지라도 法이 A間을 規律하는 보 

다 高次的인 規範體系인 道德의 原理흐부터 由來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 다고 한다. 

즉 하아트는 法과 道德간에는 어떠한 觀念的 聯關關係 (conceptual link) 가 없이 法은 그 內

容에 있어 道德的 長 。 短點에도 불구하고 擺念上 獨덤的 存在로 成立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面에서 하아트는 아리스트탤례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료티우스， 록크， 칸트， 스 

함러， 풀러 등의 自然法論者와 대랩하는 法實證主義者료서 분류된다. 法實證主義者로서의 

하아트는 英國의 벤담과 오스틴의 系統에 따라서 t융 擺念의 道德、化 (moralization of the 

concept of la w )플 批判한다. 즉 하아트는 法의 擺念을 道德化하는 것은 둘 중의 어느 한가 

지 ‘極端的 保守主義’ (extreme conservatism: 法이 무엇이 든간에 그것은 道德的이어 야 하고 

따라서 모든 法은 週德的으로 抱束力이 있다고 보는 立場) 냐 ‘華命的 無政府主義’ (revol u tio

nary anarchism: 法아 무엇이든간에 그것은 道德的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法이라고 하는 

것이 道德的우로 正當化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基廳한 政府의 命令에 服從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願覆될 수도 있다고 보는 立場)로 흐플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31) 

우리가 法에 대해 취해야 할 正當한 態度에 관하여 하아트는 위의 立場과 반대로 法은 

複離한 社會的 事實에 의거하여 실제로 存在하는 것이고 이 ‘存훈하는 法’ (the law which 

is) 은 ‘當寫의 法’ (the law which ought to be) 과는 別個로서 相互 擺念的 關聯이 없기 때 

문에 모든 存在하는 法은 항상 道德的 批判에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아트의 이 와같은 法과 道德간의 法實證主義的 擺念分짧論의 융웅極的 基騎에 는 道德的 理

由가 있다. 즉 그의 意圖에는 法理論家듭이나 一般사람들이 現實에 存在하는 法을 대할 때 

otJt判的 道德的 立場 (critical moral stance) 을 견지 해 야된 다고 彈調하는 것 이 다. 그의 實證主

義的 法理論은 現存의 法이 무엇이 道德的으로 正當한 行寫를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解決

해 줄수있다는 假定을 모든 사람우료하여금 道德的우로 租否케 하려는데 초점을 두고있 

다。 이러한 觀點에서 하아트의 分析哲學은 批判的 道德哲學 (critical moral philosophy) 에 의 

30) Ibid. , p.30. 
31) Neil MacCormick, op. cit.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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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크게 補完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實定法에 대한 道德的 批判과 法改定을 推進하려는 

努力에 하아트의 이러한 엽장이 反映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아트는그의 法實證主證 입장을 

벤 담과 오스틴의 法과 道德、分離論과 휩L를- 같이 하면서 한편 그의 批判的 道德哲學의 입 장을 

벤 담과 밀 (J.S. Mill) 의 ‘公利主義的 自 由主義’ (utilitarian liberali~m) 에 서 끌어 오고 있 다 32) 

그러나 하아트의 法擺念은 벤담이나 오스틴의 法擺念과 다른 點이 있다 33) 

벤담이나 오스틴은 法이 社會的 關{系에서 나온 것우로 法은 政治社會內에서 政治的 主權

者가 下位 뭄民들에게 發하는 命令(commands)으로 닮民은 이 命令에 習慣的오로 服從하고 

(habitually obey) 또한 이 命令은 이 를 違反하는 者에 게 制載블 加할 수도 있다는 危齊도 

包含하는 擺念이라 한다 34) 하아트는 法이 社會的 關係에서 由來된다는 點에 대하여는 벤 

담이나 오스틴과 同意하지만 法이 主權者의 命令에서 由來된다는 說明에는 反對한다。 즉 

하아트의 法擺念에 의하면 法은 社會的 롤의 體系로 第 l 次的 불과 第 2 次的 둘의 結合體

系 (union of primary and secondary rules) 이 고 특히 承認의 울에 서 보듯이 ‘內的 顧點’

(internal point of view) 에 의 하면 習慣的 服從의 顧念은 不正確한 것 이 라고 批判한다;15) 

한편 하아트는 同時代의 또 다른 偉大한 法實證主義者였던 한스 켈젠 (Hans Kelsen) 과 갚 

은 點에서 區別될 수 있다 36) 켈젠은 法體系의 存在 및 效力의 根據로 ‘根本規範’ (basic 

norm , Grundnorm) 이 란 것 이 存fr하는 것우로 假定해 야 한다고 主P昌했는데 그에 의 하면 根

本規範은 當寫의 規範으로 그 源良은 오직 法體系 속에서만 存在하고 認識될 수 있으며 그 

것에 의하여 正當控(立法權)이 사람이 아닌 文書(憲法)와 制度(憲法에 의하여 創設된 議會

등)에 부여펀다고 하였다. 法擺念속에 法的 規範이외에 다른 社會的 規範이 介入되는 것을 

排除하려는 켈젠의 이와같은 靜的 純將法學 (the pure theory of law)的 態度에 反해 하아트 

는 法體系는 動的오로 時間에 따라 變化하며 第 l 次的 롤과 第 2 次的 롤의 內的 關係속에 서 37) 

說明될 수 있다하였고， 또한 法的 效力의 根據블 法體系以外의 社會的 불 내 지 λ、間의 社

會慣行 속에 서 찾S려 하였다。 38) 

하아트의 法實짧主義論의 考察에서 끝으로 看過해서는 아니되는 點은 그의 社會的 물과 

32) Neil MacCormick, lbid. , p.25. 
33) Thomas Morawetz, The P hilosophy of Law (Macmillan: New York, 1980) , p.20. 
34) John Austin, Lectures of Jurisprudence (The Student Edition) (London, 1880) , pp. 1l-16; 

Lord Lloyd of Hampstead, lntroduction to Jurisprudence, 4th ed. (London: Stevens & Sons, 
1979) , pp.174-178. 

35) Neil MacCormick, op. cit. ,p.25. 
36) 하아트의 「承認의룰」과 켈젠의 「根本規範」은 法效力의 根據로서는 같은 投劃을 하지만 그 認認

方法과 存在根據가 다르며 하아트는 켈젠의 理論의 缺限을 克服했다고 주장한다. 차이에 관한 
說明￡로 H.L. A. Hart, The Concept of Law, Notes, pp.245-246. 

37) John D. Hodson, “ Hart on the Internal Aspect of Rules," 62 ARSP 381 (1976) . 
. 38) 하아트와 켈첸의 比較에 관하여 Thomas Morawetz, The Philosophy of Law (New York: 

Macmillan, 1980) , pp.21-24; 하아트는 英國의 公利主義의 傳統을 이 어 받아 Humean인 反面， 켈 

젠 은 칸트의 哲學을 이 어 받아 Neo-Kantian이 라고 區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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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 룰을 發見하는데에 있어 相對的 不明願性이 있다는 點이다. 

하아트는 20世紀 쫓國의 現實主義法學 (realistic jurisprudence) 의 「풀懷疑主義J (rule-scepti

cism) 에 反하여 法윤 本質的우로 여 러 룰을 包含하는 것 이 라고 確認한다. 

法律 業務의 대부분은 이 룰을 適用하고， 適守하고， 執行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아드는 붙이 모든 問題블 解決할 수는 없다고 現實主義法學者들에 부분적으로 

同意하고 있다. 言語로 構成된 풀은 ‘열린 構造’ ( open-textured) 로서 때때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어떤 어려운 事例의 경우 물이 무엇을 規定하고 禁止하고 며能케 하는가는 全的무로 不

明確할 때가 있다고 한다. 그램에도 불구하고 判決은 내려져야 하는데 이 點에서 하아트는 

어떤 目的을 위하여는 充分히 明白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 불의 構造속에서도- 홉官에게 相

當한 我量 (discretion) 의 餘地릎 騙與해 야만 하는 경 우가 있 다고 주장한다. 즉 }去은 원 칙 상 

모든 사람의 權利를 모든 目的을 위하여 快定할 수 있는 全體로서 完全하고 닫힌 規範體系

가 아니 라고 (The law is not an entire, complete and closed normative system which can 

even in principle determine for all purposes everyone’ s rights) 한다 39) 이 司法的 載量論

(doctrine of judicial discretion) 40) 에 관하여 하아트는 그의 옥스포드大學 法哲學敎授의 後

繼者인 드워킨 (Ronald Dworkin)ξ로 부터 自然法論的 立場에서 痛烈한 攻較을 받게 되나411 

도워킨과의 자세한 論爭은 本 論文에서 省略하기루 한다. 

이 상과 같은 하아틀의 法理論의 特徵과 內容을 뽕約하 여 圖表로 그려 보떤 다음과 같다

〈圖表 1) 法實證主義와 自然法論의 區別에 관한 하아트의 理論

法흩C證王義 

人間의 社쩔的 ↑명行 

(human social practicES) 

社會센j풀 (social rules) 

(C웰췄 

39) Neíl Macεormick， op. cit. , p.26. 

目然法論

人間의 社會없j 慣行

j此會f애를? 

40) 司法判決과 法官의 載量에 관한 하아트와 드워 킨의 論爭에 관하여， “Notes (Dworkin’ s Rights: 

Thesis) ," 74 Mích. L. Reψ. 1167 (1976). 
41) Dworkin이 法實證主義를 批判하나 그는 自然法의 中心的 傳號에는 加擔하지 않고 있다. Alek

sander Peczenik, “ Taking Laws Seriously," 68 Corη • L. Reν. 66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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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 2> 하아트의 法體系論
法體系의 構造 (structure of legal system) 

第 2 次的 룰 
(secondary rules) 

第 l 次的 룰 
(primary rules) 

法效力의 判斷 基準 [-承認외 롤 (rule of recognition) 

權 限 戰 與 1-變更의 룰 (rules of change) 

11 1-判決의 룰 (rules of adjudication) 

義 務 顧 課 1-義務의 풀 (rules of ob1igation) 

5. 法파 道德分離論

앞에서 우리는 하아트의 ‘法의 觀;승、’과 法實證主義的 立場의 觀홍용을 살펴부았는데 여기 

에서는 法實證王義와 自然法論의 對立의 核心部分인 法과 道德分離與否의 問題에 관해 하 

아트의 見解릎 좀더 깊이 分析해 보기 로 한다. 

앞에서 잠시 言及되 었다시피 하아트는 먼저 ‘있는 法’ (the law that is) 과 ‘있、어 야 할 法’

(the law that ought to be) 의 區分에 관해 自然法論者등우로 부터의 많은 批判에 대해 實

證主義法學 (positivist school of jurisprudence) 을 擁護하고 있다. 그는 法實證王義에 도 물흔 

批判을 받아 마당한 部分이 있지 만 그러 나 그 點과 이 區別問題와는 混同해 서 안되 고 이 

‘있는 法’과 ‘있어야 할 法’의 區別에는 여전히 長點이 있다고 王張하고 있다 42) 

하아트의 法과 道德、分離論은 18世紀末과 19世紀初以來 英國의 公利王義者들， 특히 벤담 

과 요스틴의 ‘있는 法’ 과 ‘있어 야 할 法’ 의 明白한 區別必훌性論에 由來을 두면서 이 區別

을 모호하게 하는 自然法論者들을 批判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代 英國을 風味한 이 公利王義와 分析法學의 理論은 現代에 이르러 英國에서 

는 덜하지만 美國에서 득히 이 法과 道德의 分離論은 皮相的이고 잘뭇된 理論우로 法의 참 

된 性質과 社會生活에서의 根據를 흐리게 할 憂慮가 있다고 批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다 43) 앞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獨遊에 서 도 이 理論은 까口的무로 誤導된 理論이고 實際에 

있어서도 魔敗된 理論￡로 最惡、의 경우엔 全體主義나 獨載主義에 대한 振抗을 弱化시키기 

가 쉽고 最善의 경우라도 法을 輕視하게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다 44) 

하아트는 公利王義者들의 法과 道德、分離論에 대한 위와 같은 批判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훨約하면서 그 批判에는 根據가 없다고 反縣하고 있다. 

42) H.L. A. Hart, “ Positivism and Separation," p.593. 
43) 法과 道德사이 에 交又點이 있다고 하거 나 (D’Entréves, Natural Law (2nd ed, 1952) , p. 1l5) , 

‘있는 法’ 과 ‘있어 야 할 法’ 의 區別을 否認하는 立場(Fuller ， The Law iη Quest o! 1tsel! (1940) 
p. 12); Brecht, “ The Myth of 1s and Ought," 54 Harv. L. Rev. 811(1941); Fuller, “ Human 
Purposes and Natural Law," 53 J. Phil. 597 (1953) 등이 있다. 이 에 관하여 1bid. 

44) 1bid. , p.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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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하아트는 벤담과 오스틴이 ‘있는 法’과 ‘있어야 할 法’을 區別하려는 理由는 단순 

한 擺念上의 分析區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社會와 더 좋은 法을 가져오려는 데 

目的이 있는 것 이 다라고 說明한다 45) 아울러 公利主義의 3大原則인 @ 法과 道德의 分離，

@ 法言語의 意味를 純牌分析方法으로 昭究，@ 法은 本質的으로 命令이 다라는 理論 중에 

서 세번째 原則은 뜰라도 앞의 두 原則은 支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며 批判者들의 缺點은 

法이 命令이라는 세번째 原則에 問題가 있다고 할 경우 나머지 두 原則도모두 問題가 있다 

고 몰아부치는 混同을 犯하고’있다고 批判하다. 즉 하아트도 法實證主義46)의 分析法學者들 

이 말하는 오스틴流의 “法은 命令이다”라는 命令說(command theory) 에 缺點이 있음을 是認

한다. 즉 英國의 살몬드 (Salmond)는 命令說은 法이 오직 支配者와 被支配者와의 關係를 規

律하는 測面만을 說明하여 禁止 • 命令規範만 包含한다고 하면서 (예컨대 뮤U法關係)， 個A에 

게 權利나 義務를 麻與하여 私的 意思블 寶現시키게 하는 測面을 看過한 缺點이 있다고 指

網하고 있는바 하아트는 살몬드의 이와같은 見解에 同調한다. 그러나 하아트는 命令과 달 

리 權利릎 購與하는 물이 있 ó 나 그것이 만드시 道德的 불이거나 그와 -致할 必몇는 없다 

고 주장한다. 즉 權利블 麻與하는 룰은 반도시 正當하거 나 道德r的무로 좋은 풀일 必몇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公利主義者들이 말하는 命令說에 異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 

로 法과 道德、의 分離와 그 分離의 實益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47) 

둘째 , 美國에 서 提起된 公利主義의 法과 道德分離論에 대 한 批判은 美國의 1930年代以來

의 現實主義法學의 司法過쩔 (judicial process) 에 대한 批判的 없究에서 提起되 었다 48) 現實

主義 法學者들은 法의 理解를 위 해 서 는 人間의 言語냐 A間의 思考에 內在하는 主흉흥 特徵

을 깊이 認識하여야 한다고 하먼사 制定된 法規플 賞際 法院에서 適用하려 할 경우 그 法

規의 用語가 實際의 모든 경우플 다 包括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說明한다. 이 

와같은 廳味한 俠슐L地帶의 問題 (problems of penumbra) 49) 에 관하여는 論理的 演繹法

45) Ibid. , p.596. 
46) 現代法學에서 通用되는 實證主義의 意味에 대하여 하아트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훨約한다. 

CD 法이 A間의 命令이라는 주장.(ZJ 法과 道德， 또는 ‘있는 볍’과 ‘있어야할법’ 사이에는必 
몇한 聯關이 없다는 준장 @ 法擺念의 意味分析이 追求할1 價f直가 있으며， 이것은 法의 根源에 

관한 歷史的 풀음이 나， 法과 다른 社會現象과의 關係에 대 한 社會學的 불음이 나， 道德， 社會

B 的， 擬能 등의 測面에서 法을 批判하거나 評價하는 것과는 區分되어야 한다는 주장 @ 法體

系는 閒銷論理體系 (closed logical system) 인 것 ￡로 正確한 法的判斷은 社會 g 的， 政策， 道德

基準 등과 관련없이 事前決定된 法規로부터 論理的2..로 演繹될 수있다는 주장 @ 道德判斷은 
事實의 ff東述과는 탈리 合理的 論爭， 證據에 의하여 成立되거나 防響될 수 없다는 주장인데 벤 
담과 요스틴은 위 5가지 중 Q)，(ZJ，@의 見解릎 取하고 있다고 한다. Ibid. , pp.601-602. 

47) Ibid. , pp.605-606. 
48) 美國의 現實主義法學(Realist Jurisprudence) 運動은 社會學的 法學 (Sociological School of Law, 

Benjamin N. Cardozo2} Oliver Wendell Holmes가 代表的 A物엄 )의 過激한 立場ξ로 Karl 
Llewellyn과 Jerome Frank가 代表的 A物이 다. Edgar Bodenheimer(ed.) , Jurisφrudence (Harvad 
Univ. Press, 1974) , pp.122-128. 

49) 하아트의 이 러 한 核心과 周邊 (core and penumbra)의 區分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플러 
는 反댔한다. Lon L. Fuller, “ Positivism and Fidelity to Law-A Reply to Professor Hart," 71 
Harν. L. Reν. 64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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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uctive reasoning) 만우로는 合理的 判斷을 얻 어 낼 수 없 다는 것 이 다. 

이러한 경우에 合當한 判決을 얻기 위한 評價基準으로는 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觀念이 있어 야 된다고 한다. 즉 法言語로 明白히 解決될 수 없는 짧味한 경우 立法g的이 

나 社會政策的 몇素에 의하여 判斷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法과 道德간에 必몇한 交又點

(intersection between law and morals) 이 생 기 게 띈다고 한다 50) 이 點에 관하여 하아트도 

벤담과 요스틴이 看過했던 公利主義의 缺點이라고 是認하며 現實主義法學의 批判을 認定

한다 51) 

그러나 하아트는 司法過程에서 法的 意味判斷에 立法目的이나 社會政策的 몇素를 考慮한 

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반드시 모두 道德이라 할 수는 없고 그동안 司法節次에 있어서 分析

法學的 形式主義 (formalism) 의 잘못은 法學者에 게 있는 것 이 아니 고 法官플의 自動機械的

인 論理分析方法에 있는 것이었다고 反縣한다 52) 

또한 위에서 말한 法規適用時 道德， 社會政策的 몇素가 判斷의 考慮事項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法과 道德을 分離하는 實益을 地棄하는 것은 賢明치 뭇하다고 한다 53) 

세째， 第 2 次世界大戰이후 從來의 法實證主義的 立場에서 自然法論으로 轉向한 라드브루‘ 

흐가 民댔과 法律家로 하여금 法律擺念에 대한 正確한 認識을 흐리게 한 것은 法實證主義

때문이었다라고 法實짧主義에 責任을 물은 데 대하여 하아트는 다음과 같이 反騎하였다. 

즉 ‘法律은 法律’ (law as law; Gesetz als Gesetz) 이 라고 주장하는 法實證主義때 문에 獨適

國民은 나치스의 惡法에 대해서도 아무런 批判없이 그저 톱從만 했다는 것을 理由삼아 라 

드브루흐는 獨適의 法實짧王義를 非難하지만 나치스以前에 있어서는 法律은 그가 말하는 

正當한 意味플 지난 法律(예컨대 Weimar憲法下의 法律)이었으니 그러한 法律을 法律이라 

고 주장했다면 그 주장은 오히려 正當한 主張이 아니었먼가라고 反問한다。 事實上 그러한 

때에 있어서 法實證主義는 그 主張때문에 오히려 講揚까지 받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다. 뿐 

만 아니라 英國에 있어서는 이 法實證主義가 지금도 有用한 法律觀으로 評價를 받고 있다 

고 한다. 그 理由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하아트는 法律은 어디까지나 法律로서 立法權

者에 의하여 合法的인 節次블 밟아 定立되면 그것은 이미 法이요， 그 內容의 善惡은 次後

의 問題라고 보고 있다. 法律의 內容에 善惡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道

德的 批判이 必몇하다. 그러 나 이 것은 法律에 대 한 服從의 R度이 지 法律의 效力異件은 아 

니 라는 點이 다. 公利主義의 傳統과 더 불어 英國에 서 는 法實證主義가 매 우 有用한 機能을 

途行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法과 道德을 區別하면서 選法에 관해서는 오히려 道德的 批判

50) H. L. A. Hart, “Positivism and Separation," p.608. 
51) Ibid. 
52) Ibid. , p.610. 
5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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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前提로 한다는 것 이 하아트의 主張이 다 54) 

法律에는 惡法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惡法이 運用되면 어떻게 될까하는 念慮는 

不必몇하다. 그러한 惡法은 法官의 道德的 批判을 받읍우로써 適用될 事實上의 機會을 얻 

지 뭇하는 것이 니 惡、法은 결국 實效性없는 法律이 되 고 만다고 하는 것이 하아투의 주장 

이다. 

이와같이 하아트가 法과 道德을 分離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法律에 대한 道德的 批判

을 전혀 排擊하지 뭇하는 점에 法目하여 美國외 풀러 敎授는 하아트의 法實誼王義 擁護論을 

批判한다 55) 

HI。 풀려의 法理論

1. 法自體으l 追求와 世협的 自然法理論

英國 학아투의 法賞듭품主義Él~ $과 道德分離論이] 대하여 美國의 풀러는 白然法論的 「法의 

道德、性論J (The Morality 0 f Law) 에 基하여 이릎 批判한다56) 以下 풀러의 法￡里論을 理解하 

기 위하여 그의 덤然法論的 法理論의 生成背월과 훨듭을 먼저 살펴보기록 한다. 

풀러 (Lon Luvois Fuller) 는 1902년 뚫國 텍 사스州의 한 中流家底에 서 태 어 나 캘 리 도니 아 

大學과 스댄도드大學에서 經濟學을 공부하고 스댄폭드法大에서 法學을 공부하였다. 쭈業後 

곧 이어 學問에 投身한 그는 오터}건法大， 일리노이法大， 듀크法大를 거쳐 1948년 파운드 

(Roscoe Pound)의 뛰률 이어 하버드法大의 法哲學 敎援職을 맡게된다. 풀러는 美國의 最近

100年間 가장 重몇한 法理論家록 꼽히는 너l 사람 중의 하나이다. 

다른 사 람들은 흠‘즈 (Oliver Wendell Holmes Jr.), 파운드， 루웰 린 (Karl N. Llewellyn) 인 

데 그 중 루웰린이 풀러와 同時代人이라 할 수 있다. 

풀러 의 法理論을 떻約하면 法의 目的f生괴- j賢f直包含性 (the purposive and value-laden nature 

of law) 을 彈調하고 世倚的 自然法論 (secular natural law thought) 을 主張하고 있 다는 點

이다. 

54) Ibid. , p.620. . .. We say that laws may be law but too evil to be obeyed. This is a moral con
demnation whïch everyone can understand and it makes an immediate and obvious claim to 
moral attention ... 

55) Lon L. Fuller, “ Positivism and Fidelity to Law," 이 論文에 서 풀러 는 法과 道德(law and morals) 
의 問題을 縣序와 좋은 縣序 (order and good order) 의 운제로 바꾸면서 하아트가 모든 法의 創設
에 필요한 ‘內面的 縣序의 道德↑生’ (internal morality of law) 을 無視하고 있다고 批判한다. 

56) 하아트의 “ Posifivisni and the Seperation of Law and Morals" (71 Harν. L. Rev. 593) 에 應答

인 풀러 의 “ Positivism and Fidelity to Law-A Replγ to Professor Hart," 71 Harv. L. Rev. 630 
(1958)은 비록 풀러의 全般的 理論體系를 밝힌 最善의 作品은 아닐지라도 그 論爭은 하아트의 
것보다 낫다는 評價가 있다. 이에 관하여 P.S. Atiyah, “Book Review (The Principles of Social 
Order) ," 1983 Dμke， L .J. 669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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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의 代表的 法理論은 法은 形態가 어떠하든지간에 本質的오로 目的的이라고 주장， 法

에 관한 오랜 目的論 (teleological thought) 의 傳統에 加擔하었 다. 

法的 룰이 存在하기 위하여는 그것은 明購한 目的을 가지고 있고 그 目的을 具現하기 위 

하여 最小限의 充分한 手段을 具備하고 있어 야 한다. 이 實體的 道具的 目的우로 인하여 

적어도 法을 制定히려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what ought to be) 에 

관한 觀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價植의 觀念 (notions of value) 이고 풀러는 이 

것을 法律의 存在條件이 라고 불렀다 571 풀러는 이 法의 目的性과 價f直包含的 性質을 法理

論의 다른 問題 즉 흙과 道德간의 關係， 法과 理性간의 關係에 適用하였다. 

풀러의 見解블 몇約하면 法的 룰은 存在와 當寫의 結合體 또는 存在와 價f直의 統合體로 

서 CD 正當히 定立된 法的 用語，~ 明廳한 目的，@ 最小限의 充分한 道具的 手段의 集合

體라는 것이다 581 

풀러가 法理論上 批判의 對象으로 삼았던 세가지 理論은 첫째， 英國과 유럽의 法實證王

義， 둘째， 形式王義的 法學方法論 (formalistic legal method) , 세제， 實用포義的 道具主義

(pragmatic instrumentalísm) 591 였 다. 

풀러가 法實證主義에 反對하는 代表的 理由로서 法實證主義의 法을 ‘法이닌것’ (non-law: 

이것은 통상 道德觀念우로 構成되어 있다고 假定)과 區別할 수 있는 包括的 評價基準 (all

encompassing criterion 또는 master test) 이 있다고 하는 主張때문인데 601 이 見解는 1940年

「法 自體의 追求J (The Law iη Quest of Itself) 라는 著書에 서 , 또한 1950年代와 1960年代 하 

아트와의 意見交換에서 밝힌 것이다。 풀러의 批判의 理由는 첫째 法과 ‘法아닌것’을 區別

할 수 있다는 一般的 評價基準에 관한 法實證主義者의 追求는 적어도 美國이나 英國과 같 

은 社會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둘째 社會內에서 有效한 法과 ‘法아닌것’을 區別하는 方

法이 무엇이든간에 法과 ‘法아닌것’ (특히 道德)간의 明確한 區分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풀러는 法의 解釋과 適用에 관하여 一般的 接近方法을 쓰는 形式主義에 대하여 이와 같은 

論理演繹的이 고 觀念解釋 中心的인 方法은 法官이 人間의 實|聚的 目的을 위 하여 奉ft하여 야 

할 法을 올바르게 發見할 수 없다고 法의 道具主義的 性格의 立場에서 批判한다 611 그렇다 

고 하여 풀러가 實用主義的 道具主義블 全的우로 支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中葉

57) Robert S. Summers, Loη L. Fuller (Standford Univ. Press, 1984) , p.16. 
58) Ibid. , p. 26. 
59) 이 名稱은 20世紀初의 美國의 支配的 法理論들을 集合的으로 부르는 것 우로 Robest S. Summers 

의 名稱眼與엄 . Michael S. Moore, “ The Need for a Theory of Legal Theories: Assessing 
Pragmatic Instrumentalism," 69 Corn L. Reν. 988 (1984). 

60) 이 에 관하여 Fuller로부터 많은 理論的 影響을 받은 Ronald Dworkin도 master test否認論에 同調
함。 E. Philip Soper, op. cit. , p.474. 

61) 풀러가 道具主義者가운데 가장 높이 評價한 사랑은 John Dewey었고 道具主義의 形式主義에 대 
한 批判을 賞證하였다 Robert S. Summers, “ Professor Fuller’ s Jurisprudence and America’s 
Dominant Philosophy of Law," 92 Harν. L. Reν. 448-449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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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用主義， 社會學的 法學， 法現實主義를 包括하는 美國의 支配的 法理論인 實用主義的 道

具主義에 의하면 法은 A間目的을 위한 道具로서 이 法의 참된 運用과 解釋을 위하여는 法

官의 行動類型을 探求하고 그 속에서 法을 發見할 수 있다고 하여 아울러 法理論은 經驗科

學에 根據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풀려 는 法의 目的性과 價f直性의 立場에 서 이 法의 科

學主義를 꾸준히 점定해 왔다 62) 

풀려는 1940年 「法自體의 追求」의 發刊 이래 美國의 代表的 世洛的 담然法論者로 指目되 

고 있다. 풀러의 法理論 중 어떤 內容오로 인해 그가 自然、法論者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 

가? 특히 世洛的 덤然法論이란 무엇을 意味하는가? 自然法의 歷史는 古代 아리스토텔레 

스， 스토아學派， 키케로 등 以來로 가장 오랜 法理論의 歷史를 가지고 있고 論者마다 多樣

한 特性이 있다. 여기에서 팔러의 담然法論과 特性을 理解하기 위하여 참시 된然法論과 法

實證主義의 基本的얀 對立點과 彈調點을 對比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63) 

〈圖表 3) 自然法論과 품實證主義의 特性과 彈調點

自 然 法 論

法의 內容과 그 內容의 實體的 評價基準

論理的主張

道德的實體

價植의 具現

健康한 法練序의 機能휠件(生理學的) 

法律에 具現된 目 的과 手段

宗敎的權威

法 實 證 主 義

公的法源

權威的命令

形式的宣言

國家權力의 配置形態

法構造의 特徵(解웹學的) 

法律의 形式的 道具-

世f십的 權威

플려 가 法學界에 進出했던 1930年代 美國에서 自然法論은 醒評을 免치 못하였다. 自然法

이 非A氣었던 理由 중의 하나로 당시에 팽배했던 科學的 探求精神을 플 수 있다. 法에 관 

한 昭究도 正當한 理性 (right reason) 오로부터 事實 (fact) 쪽에 기 울었 다. 科學精神은 道德、

的 懷疑主義(moral scepticism) 를 불러 일으켜 正當한 理性의 觀念을 容認하려하지 않았다. 

특히 自然法論이 宗敎와 결부될 때 다분히 世倚的 時代였던 當時에 自然法論이 별 대접을 

찰 받지 못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다. 

담然法論에 대한 反感 (antipathy to naturallaw doctrine) 의 理由 중에는 自然法의 極端的

完全性을 彈調하려넌 理論的 缺階때문이라는 說明이 있다. 여기에셔 종래의 팀然法論의 特

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批判을 알아보자. 從來 덤然、法은 人間의 罷極的 目的이라는 理

想的 擺念을 包含하고 있는 것오로 보았다. 여기에서 人間의 罷極的 目的은 ‘神의 理解’

(Knowledge of God) 였다. 또 自然法의 根據는 神의 意思라고 宗敎的 顧點에서 解釋하고 있 

62) Ibid. , p.437. 
63) Robert S. Summer, Lon L. Fμller ，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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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龍極的， 包括的이고 理想的인 法體系로서의 自然法이 모든 社會內 實定法의 效力

을 判斷한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極端的 宗敎的 特性무로 인해 自然法理論은 당시의 美國

의 實用的， 科學的， 世洛的 精神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惡評을 받아 왔다. 풀려도 이러한 

罷極的 上位의 價f直規範， 神的 權威의 宣言， 모든 予眉되는 人定法을 無效化시킬 수 있는 

上位의 法이라는 自然法理論을 過度한 理論이라고 批判하였다. 또한 덤然法이 時초을 超越

한 細對的 價f直를 가진 法오로 모든 實定法처럼 具體的 適用이 可能하다는 理論도 排擊하 

였다 64) 

그러면 무엇때문에 우리는 품러를 自然法論者라고 指稱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 自然法論의 共通的 彈調點에 서 宗敎的 測面만을 빼 고 法의 內容과 그 內容에 대 

한 實體的 評價基準만에 局限하여 考察할 때 플러는 自然法論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풀려는 自然法論의 基本的 特性은 法縣序에 있어 理性의 投害U이 認、定되는 것이라고 주장하 

며 65) 이 理性은 正當한 理性 (right reason) 우로 本能이나 國家權力에 의한 命令과는 다르다 

고 말한다. 法은 基本的으로 이 正當한 理性을 A間關係에 適用하는 것이라고 보기 째문에 

풀러의 見解는 엽然法論에 屬하고 宗敎的 色採를 排除하려했기 때문에 그들 世洛的 g然法

論者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66) 

이상의 풀러의 法理論을 背景우로 그의 法實證主義의 法과 道德分離論에 대한 批判과 이 

를 集約하고 發展시 킨 法의 道德性論을 살펴 보기 로 한다. 

2. 速의 道德性論

풀러에 의하면 法律의 擺念속에는 法律에 대한 A間의 獨特한 騙念 e 期待가 內包되어 있 

다。 그 觀念은 法律로 하여금 法律답게 행사되기플 기대하는 은연중의 信念인데， 이것은 

그때그때의 法意識의 主體者의 主觀的 信念이 아니라， 法律의 意味에 內包하는 客觀化된 

信念얀 것이다. 法律의 機能이 따라야하는 客觀的 基準이면서 法律속에 內左하는 本質的

몇素인 것이다. 폴러는 이것을 ‘法의 道德’ (morality of !aw) 또는 ‘縣序의 道德’ (morality 

of order) 이 라고 부른다 67) 나치 스의 法律에 는 바로 이 法의 道德이 久缺 되 었 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풀러의 獨特한 ‘法의 道德、性’의 理論이 展開되는 것이다. 그는 출발점에서 부터 

道德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前提하고 그것은 한마디로 6希望의 道德’ (morality of 

aspiration) 이 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義務의 道德’ (morality of duty) 이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68) 

64) Fuller, “American Legal Philosophy at Mid-Century," 6 J. Leg. Ed. 457 (1954). 
65) Lon 1. Fuller, ι4.natomy of the Law (Praeger, 1968) , p.116. 
66) Robert S. Summers, Lon L. Fuller, pp. 62-65. 
67) Lon 1. Fuller, “Positivism and Fidelity to Law," pp_ 645-645. 
68) Lon1. Fuller, The Morality of Law (Tale Univ. Press, 1964, revised ed. 1969) , . p.17. 이 랴 

한 區分은 딩 身의 獨創的인 것 이 아니 라고 하며 例플 든다. 同面註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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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 한 區別을 明白히 하지 않S면 法과 道德、의 關係블 다루는 論議에 많은 모호한 점 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그는 ‘希望의 道德’ 은 A間에 의 하여 成就될 수 있는 것의 頂點에 서 出

發하는데 反하여 ‘義務의 道德、’은 그것의 밑바닥을 出發點드로 삼는다 69) ‘義務의 道德、’은 

그것이 없오떤 願序있는 社會가 成立될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이 없오면 어떠한 目標를 指

向하는 社會가 目標達成을 이룰 수 없는 根本的 法則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舊約聖書의 

十誠命과 같이 “모픔지 기 0 ••••• 해 서 는 아니 된다" (보다 럴 쓰는 말로는 “모름지 기 。 0 •••• 해 야한 

다")라고 하는 그 最小限의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이 그의 能力을 最大限오로 實現하는 機

會를 活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즉 ‘希멸의 道德’을 實現하지 못했다고 하여 非難할 수는 

없다. 그러나 社會生活에 있어서 最小限의 根本的 몇請을 尊重하지 않는다는 理由， 즉 ‘義

務의 道德、’을 지키지 않았다는 理由로 그들을 追짧할수는있다 70) 말하자면 ‘義務의 道德’

은 글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文法의 法則’ (rules of grammer)과 걷은 것이요， 

‘希望의 道德’은 

which critics lay down for the attainment of what is sublime and elegant in composition) 71) 

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法의 道德性은 바로 ‘義務의 道德’을 意味하는 것이다. 흔히 우 

리는 어떤 倫理的 批判을 내려야할 때는 완전한 것에서 解決策을 演繹하여 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意味에서 보띤 ‘希별의 道德、’이 全道德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義務의 道

德’은 ‘希望의 道德’우로부터 벨려온 規準을 어떻게 해서라도 包含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이 두 道德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必몇도 없고， 또 根據도 없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폴리는 이러한 思考方式에 異議블 提起한다. 풀려에 의하면 모든 道德的

判斷이 어 떤 完全性J익 觀念에 基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見解가 이 상스럽게 도 歷

史上 道德的 判斷의 客觀性과는 전혀 反對되는 結論에 利用되어 왔다고 告發한다. 그리하 

여 풀러 는 ‘法을 可能케 하는 道德’ (the morality that makes law possible) 72) 은 人間이 到

達할 수 없는 完全陸의 道德이 아니 라 責任있게 選守하여 야 할 ‘法의 內面的 道德、’ (internal 

morality of law) “사람이 服從할 수 없고 또 그것에 따라서 行動할 수 없는 法은 無效이 며 

法이 아니 다"73) 라고 주장한다. 풀리 가 종래 法寶證主義者들이 주장해 오는 法과 道德의 二

元主義를 克服하여 法딩身의 道德뱉이라는 理論을 構成힌- 것은 道德的 o 로 惡法의 出現時

法實證主義가 가져 디 줄 수 있는 無力感과 無關心 속에 서 의 톱目 的 服從에 대 해 法律家들에 

69) Ibid. 
70) Ibid. , p.18. 
71) 이 區分에 관하에 는 Adam Smith의 The Theory 0/ Moral Seηtiments， I. 442에 서 Justice와 the 

other vÎrtues와를 區分한 컷 에 따라 morality of duty와 morality of aspiration을 區別한 것 이 라 
함. lbid. 

72) Fuller의 The Morality 0/ Law, Chapter 2. 
73) Vaughan 判事의 Thomas V. Sorrel1 (1677) Case에 서 의 判決意見임 . Ibid.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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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當한 法과 正義를 향하도록 f足求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74) 

法의 道德性을 主張한 풀러 자신도 惡、法의 出現可能性을 否認하지 않았다. 

惡法이 善法의 形態로 法의 內容에 삽입 될 可能性이 있음을 否定하지 않았다. 이 點에 

관하여 하아트는 풀러의 法과 道德 聯關論은 잘봇이 있다고 批判한다 75) 즉 法은 法自體로 

足하고， 이 法이 惡法일 경 우 外部에 서 道德에 基魔해 서 批判해 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풀러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첫째， 開放體系 (open-ended system) 內에 

서 法속에 들어 올 價f直는 나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經驗과 討論을 통하여 正當한 行

動을 가려내고 共通된 價f直를 抽出하여 만든 것은 나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좋은 價

f直블 反映하게 된다고 한다. 法官이 애 매 한 경 계 션상의 事件을 다룰때 形式論理보다 實體

的 自由로운 法發見에 努力할 때 (freer legal method) , 惡法的 훨素는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開放體系속에 들어 올 수도 있는 이 非道德的 法은 閔鎭體系속에서 發見될 수 있 

는 非道德的 法과 對比하여 야 한다. 어 느 法體系속에 서 法의 有效性을 評價하는 方法으로 

法과 道德을 分離하는 方法論에 의 하면 法을 形式的이 고 制限的오로 評價하기 가 쉽 다고 한 

다 76) 특히 閒鎭體系속에 서 法官이 나 公務員은 實體的 道德의 基騎에 서 法을 評價해 야 할 

壓力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다. 法的 論證은 더욱 形式的우로 되고 道德的 判斷의 몇求를 

沒회1한 法官은 ‘法은 法이 다’ 라는 金言뒤 에 숨우려 하기 가 쉽 다. 여 기 서 法의 開放體系를 

保|훌하는 담由民主主義가 절실히 必몇하고 g 由로운 法學方法論이 몇請되는 理由가 있다. 

풀려 자신 法學方法論에 있어 서 制定法 및 先決例 (precedent) 의 解釋， 適用， 判例의 짧究 

및 論證方法의 重몇性을 力說하였고， 美國에 서 의 偉大한 節次主義者 (proceduralist) 라 고 불 

리울 정도로 訴짧， {I뿌載 등 司法節次의 本質， 機能 및 限界의 昭究를 彈調했다 77) 

뼈， 뿜를---法탤禮의 {寶f홉判斷門훌훌와 法훌禮으l 提高

앞에서 우리는 法의 擺念의 認識에 있어서 法과 道德의 分離問題를 놓고 하아트를 中心

으로 하는 法實證主義 엽장과 풀려를 中心으로 하는 自然法論的 立場을 考察해 보았 

74) 그러나 풀러의 道德의 內容說明에 있어 道德的 理想、과 非道德的 理想(non-rnoral ideals) 과를 區
分하지 않은 缺點이 있다고 한다. Robert S. Surnrners, “ Professor Fuller on Morality and La￦ 
Robert S. Surnrners (ed.) ,’ More Essays in Legal Philosophy (Uniγ. California Press, 1971) , 
p.l05. 

75) Joseph Raz도 풀러 의 이 聯關論은 잘옷되 었다고 批判한다. J oseph Raz, “The Rule of Law and 
Its Virtue," 93 L.Q.R. 205, 207 (1977); Ronald Dworkin도 풀러 의 聯關論은 實證主義의 分離論
과 區別할 수 없을 정도로 失敗했다고 指觸한다. Ronald Dworkin, “ Philosophy, Morality, and 
Law-ObservationsPrornpted by Professor Fuller’s Novel Clairn," 113 Univ. Pa. L. Reν. 668, 
673 (1965). 

76) Robert S. Surnrners, Lon L. F'μller， p. 61. 

77) Robert S. Surnrners, “Professor MacCorrnick on H.L. A. Hart’ s Legal Theory," 31 Am. J. Comp. 
L. 488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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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8) 法實證主義的 立場에 관하여는 傳統的 英國의 公利主義의 理論을 背景으로 한 法實

證主義와 나치스體制下의 法實證主義 原理와도 比較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하아트가 말한 바와 같이 英國의 法實證主義와 獨適의 法實證主義는 똑같이 法과 

道德分離論을 취하는 엽장이라 하더라도 實際 英國과 獨適에서 適用되고 運營돼온 結果는 

다르다는 點이다. 

즉 같은 품實證主義라 하더라도 英國에서는 民主的인 좋은 法制度블 運營하고 있고 獨速

에서는 쓰라련 惡、法의 支配를 받게 한 經驗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냐치스의 惡法支配가 반드시는 法實證主義를 原因으로 한 것이 아냐고 

다만 法實證主義下에서 法律家와 國民의 法意識이 冒目的化 無氣力化하였음에 그 原因이 

있었음을 注目해야 히겠다. 法制度와 法縣序는 各나라의 文化와 國民의 意識水準의 反映

이다. 

各나라가 가진 法制度의 原理와 法的認識의 方法論은 같은r 法原理를 內容오로 한다 하더 

라도 그 나라의 文化와 國民의 意識水準에 따라 그 適用結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獨適에 서 第 2 次大戰以後 휩然法論이 再興하고 實質的 價f直論의 哲學理論을 法學에 導入하 

여 價{直論的 法哲學을 主P昌하는 것을 보면 法認識의 判斷에 있어 價f直擺念이 重몇한 判斷

흥흥素가 됨을 알 수 있다 79) 

美國에서 現實主義 法學이 退湖하면서 풀러가 주장하는 ‘法의 道德性’의 擺念도 法認識

에 있어서 目的뾰 뜨는 意圖性 (purposiveness) 또는 價f直를 包含하고 있는 法 (value -laden 

nature of law) 擺念우로 역시 價f直擺念이 重흉용한 判斷要素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價1直論的 法認識이 라 할지 라도 그 價f直의 內容은 各냐라의 文化약 國民의 法意識水準에 따 

라 다플 수 있다는 點이다 80) 

그러묘로 送意識은 法의 實質的 效力(遭法) 基準의 主體라 할 수 있다. 法意識이 正統的

機能에만 習慣化될 째 法律의 形式的 效力(規範意、味)은 實質的 效力을 等閔視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不法 • 非法的인 惡法의 機能이 忍行되는 것이다. 法意識의 g主的 。 批判的 機能

이 살아 있을 때 法律의 意味(形式的 效力)는 遭法 즉 實效性을 얻기 위하여 라드브루흐가 

말한 ‘正義를 實現하려는 意味 있는 實在’의 機能이， 하아트가 말하는 ‘公利主義的 基準에 

따르는 批判機能’이， 그리고 풀러가 말하는 ‘法의 道德뾰’을 어기지 않는 機能이 確保되어 

78) Joseph Raz는 法實證主義의 立場에 서면서도 法과 道德간에 어떤 聯關이 있고 따라서 法實證主
義와 自然法論사이 에 는 쫓協의 餘地가 있 다고 븐다. 이 에 관하여 Patricia D. White, “ Lawand 
Moral Obligation," 49 U，ηψ. Chi. L. Reν. 249 (1982). 

79) 價煩中心의 法哲學 (value-oriented philosophies of law) 이 大陸은 꺼論 美國에서도 動興하고 있우 
며 그 代表的 學者들로 EdmondCahn, Lon Fuller, Jerome Hall, John Rawls, Philip Selznick, 
Albert Ehzenzweig가 있고 大陸에 서 는 Helmut Coing, Heinrich Henkel, Karl Engish, Reinhold 
Zippelius 등을 들고 있다. Edgar Bodenheimer, op. cit. , pp. 151-162. 

80) Lon Fuller와 Ronald Dworkin의 理論틀은 法에 있어서 어떤 一般的 包括的 評價基準이 있을 수 
없다는 見解(no master test for law) 에 同意하고 있다. Robert S. Summer, op. cit. ,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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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必몇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機能的 制約性을 가진 法律은 惡法의 範購에 들어갈 수 

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靈落펀 法意識과 惡法은 同-擺念에 속하는 것이고 담主的인 法意

識과 惡法은 論理의 予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아트가 말하듯이 批判的 道德 (critical

morality) 에 입각한 健全한 法意識을 가지고 있￡면 法實證主義는 오히려 담然法的 機能을 

하고 좋은 社會를 維持케 하지만 無氣力하고 無批判的 法意識을 가진 社會에 있어서 法實

證主義는 惡法 誠生의 溫皮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81) 풀러가 말하는 法의 目的性， 法의 價

f直包含i生도 그 價f直를 g 由롭고 正當한 理뾰에 입 각하여 批判하고 定立할 때 에 만 可能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담然法論도 批判的 法意識이 前提條件임을 알 수 있다. 

81) 오늘날 現代國家에 있어 民主主義와 法治主義가 잘 運用이 되려면 國民의 法意識水準이 얼마나 
높고 彈한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民彈說」에 관하여 黃山德， 法哲學講義(第 4 訂版， 됐文社) 
365-366面 參照 ; 田源培， “惡法의 法理” 法學 第11卷 l 號 (1969) (서 울大 法學맑究所刊) 31面 參照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