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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法의 效力과 實效性*

1)

Hans Kelsen

沈 憲 燮*

1. 인간공동체에서 하나의 法規範이나 법규범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法秩序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 할 때 이 규범 또는 이 법질서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해 ‘效力있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효력은 법의 특수한 존재이다.

하나의 법규범이나 법규범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법질서의 특수한 존재를 그 

효력이라고 칭한다면 이는 그것이 ―자연적인 사실의 존재와는 구별되게― 주

어진 특수한 양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법규범이나 법규범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법질서가 ‘효력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물음을 답함에 있어서 

전제하고 있는 법의 개념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전제되는 법개념은 인간行態의 規範的 强制秩序이다. 즉 그것은 일정

한 사태, 특히 하나의 일정한 인간행태를 조건으로 해서 그것에 그 효과로서의 

일정한 강제행동을 연결시키는 규범들의 집합체이다. 이 강제행동은 당해자의 의

사에 관계없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해서, 필요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루어

지는 생명, 자유, 경제적, 정치적 또는 다른 가치들을 박탈하는데 있다. 강제행동

이 일정한 행태에 대한 반작용이고, 그래서 이 행태가 불법으로, 위법으로 평가

되는 경우 강제행동은 ‘制裁’라 불려진다. 그러나 이 말을 넓은 뜻으로 사용할 경

우 어떤 사태의 효과들로 규정된 모든 강제행동들을 제재라 부를 수 있다.

2. 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서 일정한 행태를 要求(내지 禁止)하거나, 할 권리

를 주거나(授權하거나), 許容하거나, 또는 법규범의 효력을 撤回 또는 制限하거나

＊ Hans Kelsen, Geltung und Wirksamkeit des Rechts, aus: Hans Kelsens stete Aktualität 
(Wien 2003), 5-21쪽을 번역한 것임. 이 번역을 여기에 싣는데 있어 많은 수고를 아
끼지 않은 趙志晩 助敎, 尹錫愚 助手에게 감사한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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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廢止하거나) 한다.

하나의 법규범은 조건으로서의 일정한 행태에 당위된 효과로서의 제재를 연결

시킴으로써 이 행태를 금지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이 행태의 부작위를 요구한다. 

형법의 한 규범은 ‘만약 한 사람이 ―담당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을 

謀殺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자(검사)의 청구로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그리고 형법의 다른 한 규범은 ‘만약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窃盜를 범
했다면 공소제기자의 청구로 피고인에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렇게 법은 모살과 절도를 금지하고 그리고 같은 뜻이지만 모살과 절도의 부작위

를 요구한다. 여기에서 법은 검사에게 기소로 소송절차를 개시할 귄리를, 즉 法
力을 부여하고 그리고 법원에게 강제행동을, 즉 생명과 자유의 강제적 박탈을 할 

권리를 부여한다. 민법의 한 규범은 ‘만약 한 사람이 담당 법원의 판단에 따를 

때 수령한 대부금을 계약대로 반환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로 이행

지체한 채무자에 대해 그 반환을 명령해야 하고 그리고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

을 시는 이행지체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 이렇게 법은 대부금의 반환의 부작위를 금지하고 그리고 대부금의 반환을 요

구한다. 여기에서 법은 채권자에게 소의 제기로 소송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즉 

법력을 부여하고 그리고 법원에게 강제행동을, 즉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적 박

탈을 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하나의 강제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授權에 의해 이 수권의 조건이 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한 규범은 ‘만약 정신병자가 공

공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적으로 감금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행정법의 다른 한 규범은 ‘만약 공공의 

이익에서라면 사유재산은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말해서 소유자의 동의 없는, 

뿐만 아니라 의사에 반한 소유권의 박탈과 국가나 공법상의 다른 법인에의 소유

권 이양이 명령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규범들에 의해 공동체의 

한 기관은 사람의 자유나 그의 소유권의 강제적 박탈을 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나 이 규범들에 의해 일정한 행태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4. 타인의 생명, 자유, 소유권의 강제적 박탈은 범죄이거나, 또는 그것이 법규

범에서 규정된 제재의 조건인 한 ―전통적 법용어로 표현하면― 법-위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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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규범에서 그것의 지시가 효과로서 수권되어 있는 한 제재인 것이다. 법

규범들이 일정한 사람들에게 ―분업적으로 기능하는 현대 법질서의 기관들에게, 

특히 법원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람의 생명, 자유, 또는 소유권의 강제적 

박탈을 명할 수 있게 수권함으로써 이러한 강제행동들은 합법적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 자유, 소유권의 강제적 박탈의 명령은, 특히 이런 명령을 내리는 법

원의 결정은 불복되고 그리고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기될 가능성은 배제되

어 있지 않다. 이 파기를 이유로 보통 법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언급된다. 이는 

맞지 않다. 유효한 결정이라면, 그리고 유효한 결정, 즉 ―파기까지는― 法인 하
나의 결정일 뿐이라면 그것은 위법일 수 없다. 위법한 법이란 자기모순이다. 법

은 법관의 결정에 대해 ―법이 이 결정을 법원의 전적인 재유재량에 맡기지 않

는다면― 일정한 내용의 결정을 지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시한 내용의 결정

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결정할 수 있게 수권한다. 법원이 이러한 

수권도 갖지 않는다면 유효하지만, 파기가능한 결정이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

은 법원이 달리 결정내릴 경우에 대비해 수권되고 그리고 그래서 적법하기 때문

에 유효한 결정을 불복하고 파기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

5. 여기 법규범으로 기능하는 명제들에서 생명, 자유, 경제적, 정치적 또는 다

른 가치들의 박탈을 명하는 행동들이 ‘當爲化’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그 행동들이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의 행동은 ―이

미 언급했듯이― 그것의 부작위가 제재의 조건일 때 법적으로 요구된 것이다. 

여기 예로서 든 규범들에서 강제행동의 명령은 수권만 된 것이지 요구도 된 것

은 아니다. 이런 명령이 법적으로 수권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도 된 

경우란 그것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나 법적으로 규정된 근거 하에서 내려지지 않

는 경우 법규범에서 명령기관에 대한 제재가 규정된 경우이다. 여기에서 든 예에

서 ‘當爲’란 말은 효과로서의 강제행동의 명령을 그것의 조건과 연결하는 ―존재

와는 다른― 양태를 표현한 것이다. 법규범의 의미는 강제행동의 명령이 사실로 

내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이 법에 일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법규범은 사실상의 事象에 대한 언명은 아니다. ‘당위’란 말은 사실 자주 요구를 

의미한다. 즉 요구는 종종 명령으로 뿐만 아니라 ‘너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 

‘너는 도둑질하지 않아야 한다’와 같은 규범에서처럼 당위문으로 표현된다. 그러

1) 이 점 나의 저서 Reine Rechtslehre, 제2판, 1960, 271쪽 이하 참조..



2003. 12.] 法의 效力과 實效性 367

나 ‘당위’란 말은 반드시 그것이 관련맺는 행위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 당위란 말은 일상관용에서는 관련행위를 단순히 ‘推定’한다.

6. 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표시를 통해, 즉 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

위들을 통해 그들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게끔 수권한다. 즉 법은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 그들이 의도하는 法律效果들을 야기할 능력을 부여한다. 이 능력을 法律行
爲能力이라고 칭한다. 이것도 법이 부여한 법력이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를 통해 

수권규범을 근거로 법률행위에 참여한 이들이나 제3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성하는 

법규범들이 창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반작용으

로서의 강제행동(제재)은 오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법규범을 근거

로 해서만 있게 되므로 법률행위로 창설된 규범들은 비독자적 법규범들이다.2)

그러나 이른바 犯罪能力도 사람은 어떤 조건들(연령, 정신상태) 하에서 가벌적 

행태를 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법질서로부터 나온다. 비록 이른바 범죄능력이 

법률행위능력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법-력’이라 지칭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를 수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비록 ‘수권’이 실정법의 기능으로 지칭

되는 한 하등의 도덕적 시인을 표현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7. ‘許容’은 여러 의미들을 갖는다. 한 행태가 허용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어

떠한 규범에 의해 요구되거나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그런 의미

에서― 생각하거나 (그래서 ‘사상은 자유롭다’라고 말한다) 호흡하는 것처럼 ‘자

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해 보아― 소극적 의미에서의 

허용은 규범의 기능은 아니다. 법의 기능으로서의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의 ‘허용’

이란 없으며, 오직 어떠한 규범의 대상도 아닌 행위속성으로서의 ‘허용되어 있음’

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의 행태가 허용되어 있다는 것은 일정한 행태를 금지하는 규범의 

효력이 다른 폐지규범에 의해 철회되거나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때 

허용은 적극적 의미를 갖고 또 폐지규범의 기능인 것이다. 적극적 허용의 기능은 

폐지의 기능에로 환원된다. 그래서 예컨대 일정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형벌로

써 금하는 법규범의 효력은 후법은 선법을 폐지한다라는 실정법적 원리에 의해 

‘만약 어떤 이가 이 지역을 들어가는 경우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는 

2) 나의 Reine Rechtslehre, 제2판, 1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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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에 의해 철회(실효)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

되어 있으며, 즉 이 지역에 들어감은 더 이상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한

다. 일정한 독극물의 제조와 판매를 형벌로써 금지하는 법규범의 효력은 일정한 

사람들이 ―예컨대 약제사들이― 의학적 목적에서 그런 독극물을 제조하고 판

매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들을 처벌

에서 제외하는 법규범들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의학적 목적

에서의 그런 독극물의 제조와 판매가 허용되어 있으며, 즉 이들에게 그것은 법적

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폐지규범에 의해 허용된 행태는 ‘자유롭게 된 것이지’ 

―어떠한 규범에 의해 요구도 금지도 되지 않은 행태처럼― ‘자유로운’ 것은 아

니다.

8. 허용은 하나의 행태가 허용되어 있고 그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한에서 요구 내지 금지와 관련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행태가 허용되어 

있을 뿐인 경우 그것은 요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의 행태가 요구된 경우 

그것은 허용도 되어 있는가? 종종 이렇게 주장되나 맞지 않다. 왜냐하면 허용과 

요구는 두 상이한 규범적 기능들이고 또 이에 따라 갈라 놓아야만 한다. 요구는 

준수되거나 위반될 수 있으나 허용은 준수도 위반도 될 수 없으며 허용은 오직 

행사되거나 행사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하나의 행태가 허용된 자는 허용된 

대로 그렇게 행위하거나 그렇게 행위하지 않거나의 둘 사이의 선택을 갖는다. 그

러나 행위가 요구된 경우 요구된 대로 그렇게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거나 사이

의 선택을 결코 갖지 않는다. 만약 요구된 행태가 허용도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요구된 대로 그리고 ―이에 따라― 허용된 대로 행위할 선택을 갖고 있는 동시

에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실정법질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되어 있다’라고 말한

다. 이 규칙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허용된 행태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공허한 

동어반복, 즉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일 뿐이다. 

그러나 (소극적 의미에서) ‘허용되어 있음’이 금지도 요구도 되어 있지 않음을 의

미한다면 이 규칙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요구되어 있지도 

금지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금지되지 않은 것은 요구되

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금지되어 있다’ 라는 규칙은 타

당할 수 있는가? 하나의 규범적 기능으로서의 (말의 적극적 의미에서) 허용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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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행태를 금지하는 규범의 효력철회나 효력제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규

칙은 어떠한 행태든 그것이 입법자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일체 금지되어 지

는 하나의 입법자의 규범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행태금지의 효력이 

입법자가 금지하지 않으려는 모든 가능한 행위 및 부작위와 관련해 제한되지 않

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실현불가

능하다.

종종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규칙은 일반적으로는 아니

지만 법창설적 및 법적용적 행동들과 관련해서, 즉 그런 행동들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면 금지되어 있다고 하면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된다. 이런 주장은 그런 행

동들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수권된 것이며 또 수권은 허용과는 다른 기능이기 때

문에도 맞지 않다. 법률상 수권이 요구되는 행위를 수권 없이 행한 자는 그런 행

동을 하는 것이 법규범에서 그런 행동에 대한 강제행동(제재)의 조건으로 되어 있

지 않으면, 그래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금지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권

이 필요한 행동을 수권 없이 하는 것은 결코 금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3)

위법한 행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허용이 법권위로부터 나온

다면 일정한 행태를 금지하고, 그래서 위법적이게 하는 하나의 법규범의 효력이 

철회되거나 제한되는 폐지가 있게 된다. 예컨대 살인을 형벌로써 금지하는 법규

범의 효력이 정당방위시의 살인을 처벌 않는 법규범에 의해 제한된다면 정당방

위시의 살인은 허용되며 또 이에 따라 합법적이 된다. 위법한 행태의 허용이 법

권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 허용 자체는 위법한 행태이다. 그래서 예컨대 남편

이 자기 (첫) 부인을 죽이도록 타인에게 ‘허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허용한다’는 

말로써 그가 자기 부인의 살해를 반대치 않고 저지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모살

자의 법적 소추도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다면 그렇다. 이런 ‘허용’

은 범죄, 가령 살인교사이다.

9. 위에서 지적한 기능들을 가진 법규범들은 법을 창설하고 적용하는 사람들 

즉 입법자, 법관, 행정기관, 법률행위자들의 意志的 행동들의 의미이다.4) 법규범

들은 이러한 행동들의 주관적 ―즉 의욕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의미이다. 이

3) 이  5항 참조.
4) 관습의 방법으로 창설된 법규범들도 의지적 행동의 의미이라는 점은 나의 Reine 

Rechtslehre, 제2판, 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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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주관적 의미가 효력있는 법규범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그 행동의 객관적 의

미로도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규범을 창설하는 행동처럼 다른 이의 행

태에로 지향되어 있는 행동들에서 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예컨대 모

든 명령행동은, 상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강도의 그것도 요구의 주관

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주관적 의미는 ―상인에 향한 세무공무원의 명령처

럼― 그의 객관적 의미로서, 그리고 말하자면 효력있는 법규범으로서 해석되지 

않는다. 비록 세무공무원의 행동의 주관적 의미가 강도의 주관적 의미와 같은데

도 말이다. 강도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행태는 ―세무공무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처럼― 효력있는 법규범의 ‘侵害’로, ‘不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법규범이 ‘효력있다’는 것은 법규범과 위에서 지적한 그 기능들이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규범을 만들어내는 의지적 행동의 주관적 의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객관적 의미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전제 하에서 다른 이의 행태에로 지향된 

행동의 주관적 의미가 또한 그 객관적 의미로 해석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은 바로 ‘근본규범의 전제 하에서’이다. 이 전제에 관해 여기서 더 고찰하지 않기

에 나의 저서 Reine Rechtslehre 제2판에서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5)

10. 법규범의 모든 가능한 기능들을 지칭할 하나의 말을 독일어는 갖고 있지 

않다.6) 특히 이를 ―종종 있듯이― ‘구속성’이라고 특성지우려는 것은 아주 적

절치는 않다.7) ‘구속적’, 즉 수범자를 일정한 행태에로 구속시킨다는 것은 법규범

5) Reine Rechtslehre, 특히 196쪽 이하 그리고 443쪽 이하에서 나는 “純粹法學에 의해 
주장된 근본규범은 결코 실정법과 다른 법이 아니며, 그것의 효력 근거일 뿐이며 그 
효력의 초월적 -논리적 조건이며 그리고 그런 것으로서 결코 윤리적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인식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Karl Larenz는 Das Problem 
der Rechtsgeltung(Berlin, 1929)에서 주장하기를 내가 근본규범과 함께 내가 비판한 
자연법으로 도피한다고 한다(17쪽). 이는 맞지 않다. 나는 이러한 근본규범의 해석을 
단호히 거부한다.

6) 나는 나의 저서 Reine Rechtslehre 제2판 10쪽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당위’라는 
말을 법규범의 여러 기능들, 즉 규범적 기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처
하고자 했다. 나는 거기서 “우리가 ‘당위’라는 말을 모든 이런 의미들(요구, 수권, 허
용)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용한다면 규범의 효력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있지 
않아야 한다거나 행해져야만 한다거나’로 말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위’라는 말이 ―이미 지적했듯이― 상이한 의미들을 가질 수 있더라도 수권되거나 
허용된 행태에 대해 ‘그렇게 행위해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언어관용에서 너무 멀
어져 보인다.

7) 그렇게는 예컨대 Ernst Rudolph Bierling, Zur Kritik der juristischen Grundbegriffe.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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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요구적 기능에서만 보는 것이지 그 수권적 또는 허용적, 그리고 특히 그 

폐지적 기능에서 보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일정한 행태에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그런 행태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

이다.8) 그러나 행태가 단지 수권되거나 허용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특히 다른 

규범의 효력을 철회하거나 제한하고 그리고 어떠한 행태로의 의무도 지우지 않

는 경우 그렇지 않다.9)

11. 규범은 ―지적한 대로― 意志的 행동의 의미이다. 그러나 실정규범의 존

재, 즉 그 효력은 실정규범을 자신의 의미로 갖는 의지적 행동의 존재와는 다르

1부(Gotha, 1877) 17쪽: Theodor Geiger, Vorstudien zu einer Soziologie des Rechts, 
Soziologische Texte, 제20권(Neuwied am Rhein, Berlin, 1964) 167, 169, 205, 207, 
212, 213, 257쪽: O. H. Germann, “Zur Problematik der Rechtsverbindlichkeit und der 
Rechtsgeltung,” Revue Hellénique de Droit International, 18éme Anée, Nos 1-2, 1965, 
1쪽. 나도 나의 저서 Reine Rechtslehre 제2판에서 때때로 ‘효력’과 ‘구속성’을 동일시
했다. 내가 “…모든 명령행동의 주관적 의미가 그것의 객관적 의미로, 다시 말해서 구
속적인 규범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구속적’인 규범을 ‘효력있는 
규범’으로 생각할 때 그랬다.

8) H. Welzel, An den Grenzen des Rechts, Die Frage der Rechtsgeltung(Köln und 
Opladen, 1965) 5쪽은 법효력에 대한 물음을 “최고국가권력의 효율적 -실효적인 지시
들을 비로소 의무부과적인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규준”에 대한 물음으로 취급하고 있
음을 참조.

9) Alfred Verdross, Abendländische Rechtsphilosophie(Wien, 1958) 246쪽은 “법이론에서 
‘효력’이란 말은 3중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그 말은 혹은 규범의 윤리적 효
력으로, 혹은 일정한 공동체에서의 그것의 실효성(효율성)으로, 혹은 규범이 일정한 
실정법질서 내에서 합절차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질서 안에서 구속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Verdross는 ‘효력’과 ‘구속성’을 동일시
하는데 동의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더 자세히 설명한다. 즉 “예컨대 
자연법의 대표자가 법의 효력을 말할 경우 그는 그것의 윤리적 효력만을 생각한다. 
그러나(‘법’이라는 어휘를 실정법에 유보하지만 더 높은 규범질서의 존립을 부정하지 
않는) 온건한 법실증주의의 대표자가 실정법질서의 효력을 말할 경우 그는 그것의 실
효성(효율성)을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윤리적’ 효력은 법적 효력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해야 하겠다. 자연법의 대표자가 법의 ‘윤리적’ 효력을 말한 경우 정확히는 그가 
법규범의 효력의 근거는 법규범이 도덕의 규범, 특히 정의의 원리에 일치하는 것이라
고 생각한다고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효력의 근거는 효력은 아니다. 법규범의 ‘효력’
은 그 실효성으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효력’과 ‘실효성’은 매우 다른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이  12항 참조). 실증주의의 대표자도 법규범의 ‘효력’을 그 실효
성으로 생각할 수 없다. 철저히 실증주의적인 법이론인 순수법학은 효력과 실효성의 
차이를 극히 강조한다. 효력과 구속성의 동일시와 관련해서는 이  10항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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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범은 규범을 자신의 의미로 갖는 의지적 행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

우 효력 있을 수 있다. 실로 규범은 규범을 자신의 의미로 갖는 의지적 행동이 

존재하기를 멈추었을 때 비로소 효력있게 된다. 타인의 행태로 지향된 행동으로 

규범을 창설한 개인은 그의 행동의 의미인 규범이 효력있도록 하기 위해 그 행

위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기능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관심사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결하고 발효시켰을 경우 그들은 다른 사안들의 의

결에 열중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에 의해 효력을 가진 법률들은 이들이 이미 

사망해서, 따라서 도대체 더 이상 의욕할 수 없는 경우 효력있을 수 있다. 따라

서 규범 일반과 특수하게는 법규범을 하나의 권위, 특히 입법자나 국가의 ‘意志’

로 특성지운다는 것은 ―이러한 의지가 심리적인 의지적 행동으로 이해되고 그

리고 이런 특성화가 의지적 행동에 의해 규범이 창설되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면― 적절치 못하다.

12. 법-규범의 효력은 그것의 실효성과는 ―비록 양자가 종종 동일시되더라

도10)― 구별되지 않으면 안된다. 실효성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인간행태와 법규범 사이의 관계가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을 규범적 강제질서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법규범, 즉 법질서의 규범

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특히 일정한 인간행태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 ―즉 제

재―로서의 강제행동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규범으로 이해한다면 

사실상의 인간행태는 이런 규범과는 2중의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즉 규범을 遵守
하는 관계에 있거나 適用하는 관계에 있을 수 있다.11)

10) 이렇게는 예컨대 Rudolf Stammler, Theorie der Rechtswissenschaft(Halle a.d.s., 1911) 
177쪽: “법의 효력은 그 실현의 가능성이다.” Karl Larenz, Das Problem der 
Rechtsgettung, 14쪽이 “법규범들과 그들의 효력 요구”는 “논리적으로 우선이고, 이에 
반해 사회생활에서의 사실적 실효성은 그 효력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
거지움과 함께 효력과 실효성의 동일시를 거절한 것은 적절하다.

11) Eugenio Bulygin, “Der Begriff der Wirksamkeit,” ARSP 1965, Beiheft 제41호, Neue 
Folge 제4호, 40쪽은 “법은 법관을 수범자로 하는 규범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
는 나의 견해는 규범의 준수와 적용 사이의 차이를 은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법규범의 수범자는 결코 법관만은 아니라는 ―법규범은 법원뿐만 아

니라 행정관청도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법규범이 의무도 지우고 권능도 부여하는 법주

체들에도 향하고 있다는― 점은 제쳐놓고 나의 저서 Reine Rechtslehre 제2판의 내용
항목만을 보더라도 내가 법규범의 ‘적용’과 ‘준수’를 매우 잘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안
다. 즉 그 제35절, f항(239쪽)의 표제도 ‘법창설, 법적용 그리고 법준수’로 씌어 있는 



2003. 12.] 法의 效力과 實效性 373

준수의 관계는 일정한 행태를 금지한다거나 요구하는 법규범과 관련해서 존재

한다. 법규범은 ―이미 지적했듯이― 법-‘침해’로 평가된 일정한 행태에 당위된 

효과로서의 제재를 연결시킴으로써 이 행태를 금지한다. 그리고 법규범은 일정한 

행태를 그 반대되는 행태에 당위된 효과로서의 제재를 연결시킴으로써 요구한다. 

제재의 조건인 행태를 실행한 사람은 이 행태로써 법을 ‘침해’한다. 그리고 그는 

그 반대되는, 즉 제재를 피하는 행위로써 법을 준수한다. 예컨대 ‘어떤 자가 절취

하면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법규범에서처럼 제재가 ―이 제재의 조건으로

서의― 적극적 행위에 연결되어 있으면 법규범의 준수는 절취의 부작위(안함)에, 

즉 효과로서의 제재가 연결되어 있는 행태의 부작위에 있다. 예컨대 ‘어떤 자가 

수령한 貸付金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의 재산은 강제집행에 처해져야 한다’라는 

법규범에서처럼 일정한 행태의 부작위에 제재가 연결되면 수령한 대부금을 반환

하는데, 즉 안함으로써 제재를 받는 그 행태에 법규범의 준수는 있게 된다.

13. 종종 規範의 준수와 言明의 진리(참) 사이에 類比性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
다.12) 사람들은 논의하기를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언명들 중 하나만이 참일 수 

있고 또 하나가 참이면 다른 것은 참이지 않아야 하듯이 두 개의 충돌되는 규범

들 중에는 하나만이 준수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가 준수되면 다른 것은 준수

될 수 없고 침해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규범의 준수 내

지 침해와 언명의 眞 내지 僞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眞 
내지 僞는 언명의 속성이다. 준수 내지 침해는 규범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은 ―  

일정한 행태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에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행위의 

속성이다. 두 개의 규범 중 하나는 일정한 행태를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그 행태

를 금지하는 경우 이들은 ―하나는 어떤 것을 긍정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부

정하는 두 개의 언명처럼― 논리적 모순을 나타내지 않는다. 규범의 효력을 언

명의 진리(참)와 평행시켜 보면 서로 충돌되는 두 개의 규범들은 효력을 갖는다

는 것이 밝혀진다. 이때 규범 -또는 의무충돌이 있는 것이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언명 중에는 하나만이 참일 수 있고 또 하나가 참이면 다른 것은 참일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이렇게 모순의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학이 확인시켜 준다. 그

것이다.
12) 이 점 나의 논문, “Recht und Logik,” Österreichische Monatsblätter für kulturelle 

Freiheit, XII. Jahr, Oktober 1965, 421쪽 이하, November 1965, 49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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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논리학은 규범충돌과 관련해서 아무런 유비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규범충돌

은 논리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규범창설적 권위에 의해서만 즉 두 개의 또

는 충돌되는 두 개의 규범들 중 하나의 효력을 철회케 하는 규범에 의해서만 해

결될 수 있다.

14. 가령 ‘너는 원수를 증오해야 한다’라는 구약성서의 규범과 ‘너는 원수를 증

오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신약성서의 규범 사이처럼 또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금지하는 道德規範과 형집행이나 전쟁에서 적으로 사람을 죽이도록 요구
하는 實定法의 規範 사이처럼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일반적 규범들 중에는 하나
만이 준수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가 준수되면 다른 것은 침해되어야 한다. 그

러나 이는 규범을 준수하는 개인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맞다. 오직 이 행태와 관

련해서만 다른 규범은 침해되어야만 한다. 다른 규범은 다른 개인에 의해서는 준

수될 수 있다. 실로 똑같은 개인이 한번은 한 규범을, 다른 한번은 다른 규범을 

준수할 수 있으며, 그래서 똑같은 규범은 준수될 뿐만 아니라 침해될 수 있다. 그

러나 가령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은 동일한 언명은 한 사람에게 참이고 다른 

이에게는 참이 아니거나 같은 사람에 대해 한번은 참이고 다른 한번은 참이 아닌, 

따라서 참이면서도 참이 아닐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규범의 준수와 언명의 

참 사이의 유비성은 말할 수 없거나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말할 수 있다.

15. 법규범에서 요구된 행태에 합치되는 사실적 행태를 법규범의 ‘준수’로 이해

한다면 일정한 행태에 제재를 연결시키는 ― 1차적 규범으로서의― 규범 외에 

제재를 피하는 행태를 요구하는 2차적 규범을 상정할 수 있다. “도둑질은 하지 

않아야 한다”, “도둑질한 자는 징역에 처해야 한다”, “수령한 대부금은 반환해야

만 한다”, “수령한 대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의 재산은 강제처분에 처해야 한

다.” 그러나 2차적 규범은 실정법적으로 자주 표현되고 있지 않다. 형법은 대개 

“도둑질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도둑질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라

고 규정하지 않는다. 민법은 대개 “수령한 대부금은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수령

한 대부금을 반환하지 않는 자는 재산의 강제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두 법은 두 번째의 규범을 규정하는데 국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도의 부작위, 수령한 대부금의 반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상정한다. 여기에서 ―이

미 지적했듯이― 법은 일정한 행태를 바로 그 반대되는 행태에 특수한 강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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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이나 형벌―을 당위된 것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요구한다는 것이 밝혀

진다.

16. 법을 강제질서로 파악하고 그리고 제재, 즉 불법으로 평가된 행태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강제행동을 규정하는 그런 규범만을 고려한다면 법은 불법에 대

한 반작용이며, 또 그러면 Thomas Aquinas가 ｢신학대전｣ I-II, 96, 제5항에서 “사

람이 법에 종속되는 둘째 번의 방법은 강제된 자가 강제자에 종속되는 것과 같

은 방법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착하고 정의로운 자는 법에 종속되지 않고 악한 

자만이 법에 종속된다. 왜냐하면 강제와 폭력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의사에 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한 자의 의사는 법에 조화되며, 이에 반해 악한

자의 의사는 법에 반한다. 고로 이런 의미에서 선한 자는 법 밑에 있지 않고 악

한 자만이 법 밑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

만이 법질서에 종속된다. 그러나 법의 수권적 및 허용적 기능도 고려해 넣는다면 

법은 불법에 대한 반작용일 뿐만이 아니며 그리고 또 악한 자만이 법질서 밑에 

놓이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특히 법공동체의 기관에 의한 법의 적

용에 들어맞는다.

17. 법규범의 적용이란 법규범에 규정된 조건, 특히 법규범에서 정해진 불법구

성요건이 주어지는 경우 법규범에서 효과로 규정된 강제행동, 특히 형벌이나 민

사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자 측의 사실적 행태이다. 방금 언급

한 강제행동을 규정하는, 일정한 행태를 금지하는 법규범과 관련하여 확실히 해

야 할 것은 오직 기술적으로 발전된 법질서에서 분업적으로 기능하는 기관들만

이, 다시 말해서 자구행위의 원리가 존재하는 기술적으로 원시적인 법질서에서처

럼 그의 법보호이익이 침해된 주체들 자신들이 아니라 이 주체들과는 달리 법질

서가 정한 개인들이 강제행동, 즉 형벌과 민사적 강제집행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이다.

검사가 재판절차에서 그의 판단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할 경우에

도 ―말의 특수한 의미에서 준수가 아닌― 적용이 존재한다. 이 기소는 법질서

가 검사에 부여한 법력, 즉 수권의 수행으로 한 것이다. 起訴는 이 기소행동이 
요구도 된 경우, 즉 검사가 법규범에 의해 기소할 의무를 지는 경우, 다시 말해

서 기소를 하지 않음이 그것을 소홀히 한 검사에 향해진 제재(징계벌)의 조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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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법의 준수도 된다.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원에 訴
를 제기하고 그래서 법절차를 진행시킬 경우처럼 법질서에 의해 부여된 授權을 
행사할 경우 법의 ―준수가 아닌― 적용이 존재한다.

授權을 행사하는 자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듯이 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는 전자의 행위가 요구되어 있지 않고 후자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어떤 자가 법률상 수권이 필요한데도 수권 받음이 없이 

하나의 행동을 한 경우, 예컨대 어떤 사람이 21세 이상인 모든 남자들은 결혼해

야 한다고 명령한 경우 이 행동은 법침해, 그 말의 특수한 의미에서의 위법성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기, 다시 말

해서 제재의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권이 없는 행위의 효과는 수권 

없이 행위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로서의 강제행동이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아

니고 그 행동은 그것이 지향한 객관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명령은 

효력 있는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행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의 준수와 적용의 어휘적 구별은 준수의 반대는 법의 ‘침해’로 지칭되기 때

문에 권할만하며, 그래서 하나의 행태가 법규범의 ‘준수’로 지칭되는 경우는 오직 

이 법규범이 행태에 의해 침해도 될 수 있을 때뿐인 것이다. 이는 일정한 행태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법규범에만 해당되고, 일정한 행태를 수권하는 법규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8. 사정이 조금 다른 것은 한 사람에 대해 법질서가 부여한 (적극적 의미에서

의) 허용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는 행태의 허용이 일정한 행태, 가령 일정한 

구역에 들어가는 행태를 형벌로 금하는 법규범의 효력이 다른 폐지적 법규범에 

의해 철회되고, 그래서 그 구역의 진입이 허용된 결과일 때 존재한다. 이러한 허

용을 행사하여 구역에 들어가는 자는 이러한 허용을 부여하는 법을 적용하나, 그

가 이 허용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을 준수하는 것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독

극물의 제조와 판매를 형벌로 벌함으로써 금지하는 법규범의 효력이 의학적 목

적으로 독극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관청의 허가를 얻은 이는 처벌에서 제외되

는 법규범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그런 목적에서의 그런 물건의 제조와 판매는 

허용되어 있다. 이런 허용을 행사하는 자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준수하지 않으

며 그리고 이런 허용을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수권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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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것들이 부여된 사람에게 이것들을 행사하고 안하고의 선택이 일임되어 있

으며, 이에 반해 일정한 행태의 요구와 금지는 이것들이 향한 사람에게 선택을 

맡기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칭된 행태를 실

행한 자는 법을 침해한 것이다. 여기에 수권과 허용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

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른바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행태는 ―썩 맞지는 

않지만― 금지된 행위를 지칭할 뿐이기 때문이다.

19. 한 사람이 법규범이 당위된 효과로서의 제재(형벌 또는 민사적 강제집행)

를 연결시킬 조건이 되는 하나의 행태를 실행한다면 우리는 그가 법을 ‘침해’한

다고, 그가 법을 ‘파괴’한다고, 그의 행위는 법-‘위반’이라고, ‘불’-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들 일컫는 데에는 법의 부정의 사상이, 법의 밖에 있고 법에 반해 있고, 

법의 존재를 위협하고 중단하거나 심지어 철회하는 어떤 것의 표상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표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표상은 일정한 행태를, 즉 일

정한 행위나 그것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하나의 규범과 그리고 요구된 행위의 부

작위나 요구된 부작위의 작위로 나타나는 사실적 행태와의 사이의 관계를 하나

의 논리적 모순으로 해석케 한다. 그러나 논리적 모순은 두 개의 언명들 사이에, 

즉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언명과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다른 한 언

명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 두 언명들은 함께 주장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

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참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이 아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행태를 요구하는 규범과 요구된 것의 반대인,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또한 규범을 ‘침해’하고 규범질서를 ‘파괴’하는 사실적 행태 사이에 논리적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정한 인간 행태를 요구하는 규범이 효력 있다고 그리

고 요구된 행위의 반대인 사실적 행태가 존재한다고는 아무런 모순 없이 말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명제들은 함께 주장될 수 있고 둘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일정한 행태를 요구하는 규범의 효력 그리고 즉 그 특수한 존재는 사실적 위반 

행태에 의해 ―마치 사람을 묶고 있는 사슬이 파괴되듯― ‘파괴’되지 않는다. 법

의 사슬은 법을 ‘파괴’하는 사람도 묶는다. 즉 규범은 사람이 그에 향한 강제행동

에 의해 침해되듯, 즉 그의 존재가 손상되듯 ‘침해’되지 않는다. 법질서와 같은 

규범질서가 일정한 행태를 그 반대되는 행태에 제재를 연결시킴으로써 요구하는 

경우 이의 본질적 사태는 일정한 행태가 존재하면 일정한 강제행동이 명령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하나의 假言判斷을 통해 서술된다. 이러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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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는 불법은 법의 부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조건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불법은 법의 밖에 있고 법에 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안에 있고 법에 의해 

규정된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즉 법은 그 본질상 바로 그리고 특히 불법과 관련

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불법도 법률적으로는 법으로서

만, 다시 말해서 법을 통해 규정되는 것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다. 법‘위반’의 행

태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강제행동의 조건이 되는 행태를, 법‘합치적’ 행태를 말

할 때는 그 반대의, 즉 강제행동을 피하는 행태를 생각하는 것이다.

 20. 법학이 소박한, 前科學的인 사고에서 법의 부정, 不-法으로 표상한 범행을 
법의 조건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법학은 마치 신학의 神意論의 문제, 즉 全善
全能한 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에서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와 비슷한 과정을 밟는
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의욕한 것으로 파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악이 신에 의해 의욕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일신론적 

신학의 일관된 대답은 바로 악은 선의 필요조건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만약 악이 없다면 선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악은 신의 작품이 아니고 

신에 반대된 것이고 악마의 작품이라는 상정은 이런 상정이 反-神, 不-神의 표상
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신론적 가설과 양립되지 않는 것이다.

21. 일반적으로는 규범의 실효성 그리고 특수하게는 법규범의 실효성은 우선 

이러한 규범들이 일정한 행태를 요구하거나 금지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준수되

거나 침해될 수 있는 한에서만 말해질 수 있는 듯 보인다. 이에 따라 실효성은 

요구-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준수되는 데에만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규범의 

기능은 ―언급했듯이―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권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법규범이 일정한 행태에 대해 그 반대되는 행태가 있는 

경우 법공동체의 기관으로서의 일정한 개인이 범인에 대해 또는 이 범인과 일정

한 관계에 있는 개인에 대해 제재로서의 강제행동을 집행해야만 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 법규범은 전자의 개인에 대해 기관으로서 강제

행동을 취하도록 授權한다. 헌법은 일정한 기관에 대해 ‘법률’로서의 일반적 규범

들을 제정하도록 수권한다. 법규범이 금지의 효력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주체를 위해 제한한다면 법규범은 다른 이에게 금지된 것을 이 주체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확실히 했듯이 이러한 수권이나 허용을 행사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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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授權的이거나 허용적인 법규범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치 법관이 범인에 
대해 제재로서의 강제행동을 선고하고, 그래서 그가 적용한 법규범을 실효화할 

때 요구나 금지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 한 주체가 법이 그에게 부여한 수권을 행

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미 든 예에서처럼―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소를 제기

하는 경우, 또는 검사가 재판절차에서 검사가 범했다고 판단한 범죄로 처벌토록 

기소할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공공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병자를 정신병원에 강

제로 감금할 것을 명할 경우, 법은 어떤 이가 일정한 행태를 요구하는 규범을 준

수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갖는다. 원고의 소제기가 있거나 검사의 기소

가 있고 따라서 법이 이런 행동을 통해 이미 실효적이 된 경우 법원은 訴를 받
아들이거나 피고인을 판결함으로써만 법을 실효적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미 언급했듯이― 수권이나 허용은 이것들이 부여된 주체에 그것을 행사하고 안

하고가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수권 또는 허용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 실효적이지 

않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 물론, 법규범은 그것이 실효적이지 아닐 수 있을 경

우에만 ‘실효적’이라고 지칭되어야만 한다고 가정한다면 실효성의 개념은 일정한 

행태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들에로 국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부

정한다면 법은 그 요구적 및 금지적 기능에서뿐만 아니나 그 수권적 및 허용적 

기능에서도, 비록 허용도 수권도 행사되지 않는 경우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칭될 

수 없더라도,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바로 법

이 부여한 수권이나 허용이 행사되고 그래서 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금지에 따르고 그래서 법이 준수된 경우 법은 실효적이라는 것이다.13)

13) Eugenio Bulygin, ARSP 41/1965, 54쪽은 실효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즉 “우리의 
설명에서 ‘규범은 실효적이다’라는 명제는 일정한 사정들(적용에 필요한 전제가 충족
됨)이 있을 경우 법원들은 p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
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라는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규범에
서 규정된 사정이 ―그리고 이러한 사정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없는 경우 규범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규범을 적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참이 아
닐 것이다. 사실 법규범의 실효성은 Bulygin에 의하면 법규범이 법원에 의해 적용된
다는데 또는 ―그가 표현하듯이― 법규범이 ‘재판가능’하다는데 있다. Bulygin은 “우
리가 법규범의 실효성(또는 재판가능성)을 말함으로써…”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실
효성의 개념 규정, 즉 실효성과 재판가능성의 동일시는 법규범이 법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강조했듯이― 행정관청과 사적 개인에 의해서도 적용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실효적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도 이미 근거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Bulygin적 개념 규정은 ― Bulygin 자신이 승인하듯이(57쪽)― 법원을 갖추지 못한 원
시법과 일반 국제법의 규범에 있어서는 도대체 고려되지 않는다.

Bulygin은 ‘裁判可能性’을 하나의 규범이 “법적(법관의) 결정의 근거지움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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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록 ‘효력’과 ‘실효성’이 ―앞에서 보았듯이― 상이한 개념들이고, 그래서 

가끔 시도된 ‘효력’과 ‘실효성’의 동일시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하지만14) 양자 사

이에 본질적 관계는 존재한다. 실효성은 법규범의 효력의 조건이며, 그리고 이는 

하나의 법규범은 그것이 실효적이지 않게 되거나 실효성을 상실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실효성은 법규범이 효력을 잃지 않도록 효력에 첨가되

지 않으면 안된다. 법규범은 효력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효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법규범은 그것이 실효적이기 전에 이

미 효력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포되자 곧바로, 따라서 아직 실효적일 수 없었

던 법률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한 법원은 효력 있는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규범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실효적이지 않으면 더 이상 효력 있다고 보

지 않는다.15)

다”라는 사실로 이해한다. 이것을 그는 “규범이 판결에 대해 일정한 … 논리적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Bulygin에 의하면 이러한 논리적 관계는 “법적 결정이 적
용하려는 규범들이 전제의 역할을 하는 연역적 추론의 논리적 귀결”이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Socrates라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언명의 참이 ‘모든 사람은 죽는
다’라는 언명의 참에서 나온 논리적 귀결이듯이 가령, ‘절도범 Schulze는 징역에 처해
져야 한다’라는 법관의 판결과 같은 개별법 규범의 효력은 ‘모든 절도범들은 징역에 
처해져야 한다’라는 일반 법규범의 효력으로부터 나온 논리적 귀결의 결과라는 것이
다. 그러나 내가 나의 논문 “법과 논리”, Forum 1965, 421쪽 이하, 495쪽 이하에서 
지적했듯이 전통적 법학에서 널리 인정된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법관의 결정으로서
의 개별법규범의 효력은 ―마치 ‘Socrates라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언명의 참이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언명의 참에서 나온 논리적 귀결이듯이― 일반법규범의 효력에
서 나온 논리적 귀결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규범의 효력은 법규범을 그 의미로 갖
는 의지적 행동에 의해 제약되나 이에 반해 언명의 참은 언명을 그 의미로 갖는 사고

행동에 의해 제약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절도범은 징역에 처해져야 한다’라는 일
반법규범은 효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Schulze는 그가 Maier의 말을 훔쳤기 때문
에 도둑이다’라는 언명은 참일 수 있고 실로 법원에 의해 확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chulze는 징역에 처해져야 한다’라는 개별법규범은 이러한 법관의 결정이 
어떤 이유에서 사실로 내려지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14) 나의 저서 Reine Rechtslehre, 제2판, 215쪽 이하 참조.
15) 이 점 Reine Rechtslehre, 11쪽, 219쪽 참조. Rupert Schreiber, Logik des Rechts(Berlin, 

Göttingen, Heidelberg, 1962)는 법규범의 효력은 그것의 실효성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
하면서(81쪽) 법규범의 효력과 실효성을 구별하는 나의 논변, 즉 법규범은 실효적이기 
전에 이미 효력이 있다는 논변, 즉 “제정되자마자 곧, 그래서 아직 실효적일 수 없었
던 법률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법원은 효력 있는 법규범을 적용한다”라는 논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원은 동시에 법
규범의 실효성에 대한 예시를 제공한다. 법규범은 그것이 곧 준수되고 적용되지 않더
라도 효력을 갖게 되면 또한 이미 실효적이다. 왜냐하면 법규범이 나중에 비로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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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ulygin16)은 주장하기를 순수법학에 따르면 법규범은 그것이 폐기

(desuetudo)에 의해 비실효적이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법규범

의 효력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관습규범들은 바로 그 효력을 실효성에서 

도출하는 규범들이기 때문에 Kelsen이 관습을 (헌법에 의해서조차 배제될 수 없

는) 법창설적 法源으로 승인함으로써” 실효성은 또 효력의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고 한다. Bulygin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사이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Ulrich Klug

을 참조하고 있다.17)

만약 실효성이 법규범의 효력의 충분조건이라면 조건과 조건된 것 사이는 

Klug18)에 의하면 “만약 …이면 그러면 언제나 …이다”(stets-dann-wenn-so)의 관

계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 법규범이 실효적이면 언제나 이 법규범은 효력있는 법규범

이다’라는 명제는 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사실 참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실효성은 효력의 충분조건이다. 그러나 관습이 법창설적 구성사실이

고 그리고 관습으로 창설된 법규범은 그 효력을 실효성에서 도출하기 때문에 그

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실효성은 ―내가 명확히 했듯이19)―결코 법규범의 효력

의 근거는 아니다. 한 법질서의 규범의 효력의 근거는 ―관습으로 창설된 법규

범들도― 이 규범들의 실효성이 아니라 대체로 실효적인 강제질서가 효력있는 

법규범의 체계로 해석될 때 전제되는 근본규범인 것이다.20)

 실효성은 ―순수법학에 따르면― 법규범의 효력의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

용되더라도 법률침해의 효과는 법규범이 효력을 갖게 된 직후의 시간에로 ‘미치게’된
다. 만약 법규범이 준수되고 적용됨에 의해서 비로소 실효적이 된다면 그것은 준수 
내지 적용되기 전에는 실효적일 수 없다. 법률침해의 효과가 법규범이 효력을 갖는 
직후의 시간에 ‘미치게’된다는 것은 법규범이 효력을 갖는 즉시 벌써 일정한 제재가 
지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이지, 당해 기관들이 
제재들을 사실로 지시하고 집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러
한 사실상의 지시와 집행이 실효성이며, 제재가 지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은 법규범의 효력이다. 이에 덧붙여 合憲法的으로 효력을 갖게 된 법규범이 구체적 
사례에서 침해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 사실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례에서 
실효적이지 못하면, 그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또 있다.

16) ARSP 41/1965, 39쪽.
17) Ulrich Klug, Juristische Logik, 제2판(1958), 44쪽.
18) Juristische Logik, 제2판, 44쪽.
19) Reine Rechtslehre, 제2판, 219쪽.
20) Reine Rechtslehre, 제2판, 208쪽, 219쪽. 그리고 Robert Walter, “Wirksamkeit und 

Geltung,” ZÖR XI(1961) 53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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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한 것은 아니다. 만약 한 법규범의 실효성이 효력의 필요조건이라면 조건

과 조건된 것 사이에는 Klug21)이 일컬은 “만약 … 이면, 그러면 그 때에만 …이

다”(nur-dann-wenn-so)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규범이 실효적이면 

그 때에만 이 법규범은 효력있는 법규범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제는 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나의 Reine 

Rechtslehre 제2판의 인용한 곳에서 강조했듯이 한 법규범은 그것이 실효적이기 

전에, 즉 준수되고 적용되기 전에 이미 효력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법규범은 그

것이 실효적이지 않게 되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실효

성이 그 효력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1) Juristische Logik, 제2판,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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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에 덧붙여 - Hans Kelsens stete Aktualität]

여기 번역한 이 은 오스트리아 빈 소재의 한스 켈젠연구소가 올해 켈젠의 30

周忌(2003. 4. 19)를 추모하여 동 연구소 총서 제25권으로 출간한 Walter/ 

Jabloner/Zereny 공편의 저서 Hans Kelsens stete Aktualität(Wien: Manz 2003) 제I

편에 실려 세상에 처음 알려진 켈젠의 미발표유고이다. Walter 교수에 의하면 

1965년까지의 문헌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은 그해쯤 탈고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켈젠이 84세때 완성한 논문이며 이미 유작으

로 출판되어 널리 알려진 Allgemeine Theorie der Normen(Wien 1979)의 집필에 

열중했던 시기에 씌어진 것이다. 이 은 켈젠의 만년의 규범이론, 특히 규범명령

설과 규범비논리주의에 입각해 실정법규범질서의 본질적 단면 (효력)을 규범기능

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압축해 설명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은 이 저서의 편자들이 이 에서 인용된 학자로서 생존해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

스대학의 Eugenio Bulygin 교수와 빈대학의 Robert Walter 교수의 이 에 대한 

논평을 차례로 싣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번역을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두 논평의 

요점만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Bulygin의 논평
먼저 거의 40년 전에 씌어진 젊은 자기의 첫 이 켈젠같은 대학자에 의해 여

러 번 논박되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데다 그것도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처음 알게 된 것이 한스럽다는 감회를 피력한다. 그러나 논평에 들어가서는 생존

학자에 대한 것 못지 않게 대결적이다. 첫째로 受範者(受規者)의 문제인데 만년

에 허용규범과 수권규범이 첨가되어 사정이 달라졌지만 강제적 제재규범이 중심

이었던 켈젠에서 법원(그리고 예외로 행정기관)만이 수범자 음은 사실이었고, 둘

째로 규범의 법원에 의한 적용가능성(재판가능성)으로서의 자기의 실효성의 개념

은 앞으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설탕이 물에 녹는 것과 같은 관

찰되지 않는 규범의 ‘성질’적 속성으로서 규범이 판결의 근거지움에 논리적 근거

로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한다. 셋째로 이에 이어 곧 만년의 켈젠의 가

장 중대한 잘못은 ‘명령자 없이는 명령없다’라는 이념 하에 모든 규범 배후에 의

지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규범추론의 가능성을 부정해 一般規範
의 창설인 입법작업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예컨대 교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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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모두 일어서라고 명령해도 직접 거명 안되었으니 자기가 일어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학생은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넷째로 켈젠은 

실효성은 法效力의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근본규
범의 전제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실효성에 의존되어 있으므

로 켈젠에서 실효성은 효력의 충분조건인 동시에 필요조건이라는 자기의 주장은 

옳다고 항변한다.

Walter의 논평
켈젠이론의 계수자인 Walter는 같은 논지의 학자로 거명된 탓에 Bulygin의 논

평처럼 대결적은 아니고 보충적이다. 그는 첫째로 자기가 쓴 의 내용이 켈젠과 

같음에 확신을 얻었고, 둘째로 논리는 규범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껏 규범을 기술

하는 ‘명제에나 적용될 뿐이어서 규범 서로 간에 추론이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해

졌으며’ 이에 규범과 언명 사이의 차이는 드러났으며, 셋째로 근본규범의 고려 

없이는 실효성이 ‘있으면 그러면 언제나’ 효력있는 규범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자기는 실효성이 효력의 충분조건이라는 Bulygin과 또 이 점에서는 선뜻 Bulygin

에 동의한 켈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지적하고 또 Bulygin이 폐기를 이유로 

실효성을 효력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나 폐기에 의한 효력상실은 그것이 법질

서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만 법이론적 결과를 가질 뿐이라고 반박한

다. 넷째로 수범자의 문제는 켈젠의 주저인 ｢순수법학｣에서는 사실 명료히 설명

치 않았던 바라 위의 에서 드디어 ‘직접적 및 간접적 수범자’로 지칭되어 수범

자의 써클이 확연해졌다고 지적하고, 다섯째로 Bulygin은 실효성을 Carnap에 따

라 ‘性質槪念’, 즉 법원에 의해 적용될 규범의 성질(성향, Disposition)으로 보나, 

문제는 이의 확인인데 이것은 결국 규범의 적용 또는 준수의 사실에서 볼 수밖

에 없어 어떠한 별도의 인식획득을 따로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비판한다.

위에 번역한 켈젠의 , 그리고 이 에 대한 Bulygin과 Walter의 논평이 실린 

제I편이 Hans Kelsens stete Aktualität, 즉 ｢한스 켈젠의 변함없는 현실성(현재성)｣이

라는 이 저서의 하이라이트이지만 이어서 제Ⅱ편에서는 켈젠의 학문적 및 인간

적 동료인 체코의 F, Weyr 교수와의 친교관계를 전기적으로 인상 깊게 서술한 

Tanja Tomej의 이 실려 있어 일독을 촉구한다. 그리고 제Ⅲ편에서는 1984년 

빈대학 본관 회랑에서 있은 켈젠 흉상제막식 행사를 담아 켈젠연구소 총서 제10

권으로 출간된 책, ｢한스 켈젠 ― 학문을 위해 헌신한 한 삶(Hans Kelsen ―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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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en im Dienste der Wissenschaft, Wien 1984)｣을 재수록했다. 여기에는 책제목 

그대로의 Walter의 강연이 실려 있다. Walter는 이 강연에서 켈젠은 첫째로 세계

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려는 부동부단의 노력을 다했으며 칸트학파 던 그의 정언

명령도 삶을 학문에 헌신하라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그러‘하여야’ 하기에 또 

그리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둘째로 그의 법해석학적 연구는 헌법학과 국제

법학에 집중되었고, 특히 오스트리아 헌법의 산파 으며, 셋째로 켈젠은 법학을 

모든 학문의 이상인 ‘객관성과 엄정성’에 가깝게 놓고자 ‘순수법학’의 이론을 발

전시켰으며, 이제 이를 참작하지 않고는 법학을 한다는 것이 진정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넷째로 켈젠은 법학을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엄격히 분리했으나 그만

큼 또 이 분야에도 깊은 연구를 쌓아 그가 남긴 사회주의(맑시즘)비판과 민주주

의연구는 ‘고전’으로 평가받으며, 다섯째로 법철학에서는 自然法論과 正義論을 근
거지우려는 모든 시도들과 일생 인식론적으로 대결하면서 그 주장자들을 학문의 

법정 앞에 내세워 비판했으며 고매한 철학자 플라톤의 정의론에 대한 연구마저 

끝내 ‘정의의 환상(Die Illusion der Gerechtigkeit, Wien 1985)’이라는 제목을 붙

여 사후에 출간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 책의 마지막 제Ⅳ편은 부록편으로 켈젠연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켈젠의 저

작과 국제적 켈젠연구 및 번역 문헌 일체가 33쪽에 걸쳐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수

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것은 홍익대 오세혁 교수의 세심한 노력으로 작성된 문

헌목록을 바탕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부록은 가장 최근의 완벽한 문헌목록으로 

매우 가치 있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여전히 계속되는 왕성한 켈젠연구를 상징하

는 바이고 바로 이 때문에 편자들은 이 켈젠 30주기 추모호를 ｢켈젠의 변함없는 

현실성(현재성)｣이라는 표제로 출간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결코 과장은 아닌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