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법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강제하는 사회적 수단이므로, 내용적인 차원에서 사람

들의 삶에 대한 도덕적 평가나 가치판단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선호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삶,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 다수가 

가지는 표상은 법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 켈젠의 순수법학, 즉 실증적 법학 내지 

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실정법을 기술할 뿐, 법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다는 학문적 방

법론을 대표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은 법이든 법을 법 자체로서 분석하고 이해한다

는 차원에서 그러한 방법론은 기초적일 뿐 아니라 유용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학이 법에 대한 가치평가를 배제하면서 영원한 평행선을 긋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순수법학의 켈젠은 실천적으로도 그의 시대를 휩쓸

다시피 한 맑스주의나 전체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싸웠다. 켈젠은 

법학이 법에 관한 학문의 전부는 아니라 하였고 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완성하

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켈젠은 우

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만큼이나 동시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관한 한, 켈젠의 언급은 단호하고 부정적이다.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 등 민주주의에 관한 그의 견해들을 감

안하면 정의의 문제를 그토록 배제하고자 한 이유는 그가 이념적 투쟁의 시대 한 가

운데에서 투쟁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불행하

게도 오늘날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이 법지식이라 생각하고, 그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가 하는 점

에서 성찰하고 서로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처리하는 방

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켈젠에 의해 옹호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본성상 지

식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법은 올바른 삶이 무엇이고 또 그

런 삶을 이끌어내기 위한 규칙으로서 무엇이 올바른 법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끊임

없이 성찰해 볼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법률가를 법에 관한 전문기

술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또 만약 법률가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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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법전문가들을 대량 배출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전문가들이 사회의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법률가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기술

적인 것이어서 언제든지 정확한 법지식을 이용하여 능률적으로 처리해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법을 배우는 학생들도 필요한 것이 법지식

이라 생각하고, 판례와 같이 법률해석에 관한, 그리고 도그마가 되어버린 지식을 

따지지 말고 많이 암기하는 것이 법률가로서 성공하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법률사

무의 성격이나 그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가 하는 점에 대해

서 성찰하고 서로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처리하는 방

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애당초 관심이 없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

론 법률사무에도 표준적인 사건처리절차가 있고, 또 표준적인 사건처리의 기준으

로서 판례나 법지식이 있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본성상 지

식이라는 차원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또한 그런 삶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서 무엇이 올바른 법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볼 것을 요구한다. 

법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단지 법기술자이기만 하다면 대량의 사건들을 신속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해방 후 한국법학의 형성과 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 지대한 영

향을 미친 대표적인 법학자는 한스 켈젠인데, 켈젠의 진면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채 정의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게 된 것이 먼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글에서

는 한국의 법학에 켈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법률가로서 다루어야 하는 문

제의 본성에 관해서 켈젠이 어떠한 시각을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

해 먼저 정의의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켈젠의 정의론에 대한 입장과 문제점에 대

해 살펴보았다. 특히 켈젠의 입장은 서구에서 고전적 정의론의 대표격인 플라톤에 

대한 공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이유로 서구에서 정의의 문제에 관한 오랜 

전통이 시작된 지점에서, 특히 플라톤을 중심으로,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

미하고 또 법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법학이 정의의 문제와 제대로 된, 그리고 상호 

유익한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주제어: 정의의 문제, 한스 켈젠, 순수법학, 헤시오도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시 한 번, 정의란 무엇인가? / 河在洪  3

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유능할 수 있으나 법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문제, 즉 법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양식에 관한 문제이며, 그리고 

그것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간단히 맞다 틀리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항상 옳은 것, 그리고 더 올바르고 나은 삶을 추구하는 도덕성이 사람들 속에 

존재하며, 그것이 기성의 법이나 제도의 무비판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또 때로는 저항할 것을 사람들의 양심에 끊임없이 명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단지 논의함으로써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어도 법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성찰의 결과로서 

하나의 사건처리 결과라는 것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법률가를 법에 관한 전문기술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또 만약 법률가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리의 법실무나 법학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게 된 이유나 원인

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과제일 것이다. 사회현상에서 인과적 

분석이 쉽게 찾아질 정도로 분명한 전후 사정을 제시하는 예는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법의 세계는 사회에 대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같은 것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연결지점에서 가능한 연관성을 찾아 음미해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해방 후 한국법학이 정의의 문제와 어떻게 만났

는가 하는 점에서 하나의 먼 단서를 살펴보려고 한다. 주지하듯, 해방 후 한국법학

의 형성과 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법학자는 순수법

학과 근본규범으로 대표되는 한스 켈젠(1881-1973)이다. 켈젠은 그의 시대에 풍미

하던 볼셰비즘, 파시즘, 나치즘, 카톨릭 근본주의 등 반민주주의의 흐름에 맞서 가

치상대주의를 내세워 의회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고, 그의 순수법학은 이

념적 지향을 강요당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서 법학의 중립성과 독자성을 확보하

기 위한 노력으로서 일관성 있는 사유의 결과였다. 하지만 켈젠은 �정의란 무엇인가?�

에 수록된 여러 글들에서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정의론 전통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철학적 사유 내지 성찰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법의 본성

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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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켈젠은 후

자의 질문은 절대적 진리관이나 형이상학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논할 수 없는 질문

으로서 인류가 오랜 동안 그 답을 추구해 왔으나 사실상 헛수고만 했다고 평가하고, 

과학으로서의 법학(‘순수법학’)은 도덕체계나 가치평가의 문제를 다룰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정의의 문제에 대한 이런 켈젠의 시각은 해방 

후 우리 법학계 내지 실무계가 정의의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물론 켈젠이 전통적인 정의론에 대해 가한 비판 내지 

평가로 인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류가 극복해 내었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도 법의 본성과 관련한 논쟁은 뜨겁게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해 더 논의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도 여전히,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켈젠처럼 법

학자의 관심영역에서 정의의 문제를 간단히 배제해 버리게 되면, 이 문제와 관련

한 인류의 오랜 도전과 성찰의 결과물까지 잃을 위험이 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

했다 하여도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특

히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나 법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옛 사람들의 이야기

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정의의 문제는 오늘날 롤즈 등으로 대표되는 철학자들에 

의해 정교하면서도 풍성한 정도로 발전해 있다. 논의의 내용이나 논증의 수준에서 

오늘의 정의론은 켈젠이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던 시절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며, 

따라서 켈젠의 입장은 어느 정도는 극복된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에 대한 우리 법학의 기본적인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는 광복 후 출발

지점에서 켈젠에 의해 기본적인 입장이 마련된 이래 명확하고 만족할 정도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법학에 켈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법률가로서 다

루어야 하는 정의의 문제에 관해서 켈젠이 어떠한 시각을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의의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켈젠의 순수법학 및 정의

론에 대한 견해와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켈젠의 입장은 서구에서 

고전적 정의론의 대표격인 플라톤에 대한 공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 

법학이 정의의 문제와 유익한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서구에서 

정의의 문제에 관한 오랜 전통이 시작된 지점에서, 특히 플라톤을 중심으로, 그 

문제에 관한 논의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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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의의 문제(Problem of Justice)

1. ‘정의의 문제’란 무엇인가?

법은 어떤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

지를 정한 사회적 규범이다. 따라서 법에는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법은 더 넓게는 한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미래를 향해 조직해 가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방향을 담을 뿐 아니라, 

‘잘 삶(eu zēn, well-Being)’이라는 삶의 전망을 가진 개인들이 조화롭게 서로의 삶

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도구이기도 하다. 오늘날 ‘웰빙’은 단순히 잘 먹는 것이

나 좋은 집에 사는 것같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고전적 기원에서는 인간의 정의로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 간단히 

인간에 있어 무엇이 잘 산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정의의 문제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의의 문제를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이해할 뿐 아니라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연장에서 사회 및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견해가 제시되

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플라톤 이래로 서구적 사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있어 어떤 삶이 좋으며 옳은가 하는 문제는 어떤 사회가 좋으며 옳은가 

하는 물음과 궁극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2) 또 양자는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유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은 정의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해답을 제시한 것으로, 개인에게 있어 좋은 것 또는 옳은 

것과 좋은 사회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이 

다루는 문제는 곧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또는 유익한지에 관한 문제3)라 할 수 있다.

1) 이에 관해서는 임성철, “고대 희랍철학에 나타난 현대적 Well-Being의 사상적 기저에 

관한 고찰” 카톨릭철학, 제11호(한국카톨릭철학회, 2008) 참조.
2) 숀 셰이에즈, 김요한 역, 라톤의 ｢국가｣ 해설(서광사, 2008), 35면 참조. 
3)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하는 질문은 질문의 의도에 따라 제시되는 답변

이 전개되는 방향을 나누어 보면, 첫째, 어떤 행동이 삶에 유익한가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둘째, 어떤 행동이 정당한 행동인가 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 전자는 어떤 행위와 

그 행위가 가져오는 유용함이라는 결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러한 

유용함과 관계없이 행위가 따라야 하는 어떤 법칙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관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명확한 구분 

없이 전자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후자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에서도 의미 구분없이 혼용되어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가령 소크라테스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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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이 다루는 주제들의 어려움은, 과연 무엇이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인지, 또 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나쁜지 또는 옳고 그른가에 관해 사

람들의 의견이 쉽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가 정의의 

문제, 즉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산다는 것 또는 제대로 산다는 것,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의

의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이 

훌륭하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탐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옳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dikaiosynē’인데, 이를 ‘정의(正義, Justice)’로 번역하는 것

이 통례이다.4) 또 ‘정의(正義)’는 동양적인 전통에서의 ‘올바른 도리’라는 의미도 

가진다. 그런 연유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보통은 ‘사람의 행위를 

정당하게 만드는 어떤 이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관한 논의는 

그런 의미에서 마침표로 끝나는 어떤 진리나 이치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

게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쯤으로 여긴다. 정의(正義)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그 

문제 내지 논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에 관한 하나의 진리를 얻을 수 

있거나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그것이 논의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는 지혜나 건강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도 좋고, 또 그 결과로서도 좋은 것이며, 이런 

점 때문에 최고선의 가치를 가진다고 말한다. 플라톤, 박종현 역, 라톤의 국가⋅政體

(서광사, 2005), 123-124면. 오늘날에도 양자는 여전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지는데, 한편으로는 유용함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는 견해(‘좋은 것이 옳은 것이다’)

도 있고, 이에 맞서 옳은 것은 유용함과 관계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는 견해(‘좋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도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에 등장하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

시마코스의 주장(정의란 단지 주어진 한 사회의 지배 권력들에 의해서 강요된 법률들

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며, 강한 집단에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옳은 것이다)은 전자에 

해당하고,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대에는 좋음과 옳음은 

다원주의와 보편주의를 통해 대변되고 있는데, 시대적 문제로서 다원주의와 보편주의

가 과연 양립가능한가 하는 난점을 제기하고 있어 현대 윤리학에서도 좋음과 옳음 사

이의 우선성 내지 상호보완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박구용, “도덕의 원천으로서 ‘좋음’과 

‘옳음’”, 哲學, 제74호(한국철학회, 2003); 박구용, “윤리적 다원주의와 도덕적 보편주의”, 

사회와 철학, 제8호(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4) 등 참조. 
4) ‘정의’라는 번역이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박종현, “책 끝에 붙여”, supra note 3, 

759-767면 참조. ‘정의(正義)’는 우리가 근대기에 접한 번역어들 중의 하나로 1897년 

이후부터 사용되었는데, 근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접한 정의에 대한 이해는 일정 식민

통치를 겪는 과정과 결부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신채호와 이광수에게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고 한다. 정경운, “근대 ‘正義’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 現代文學理論硏究, 

제38호(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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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정의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의에 대한 객관적인 앎을 확

보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런 목적으로 정의론에 대해 관심

을 가지거나 고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켈젠이 대표적인데, 

켈젠은 정의의 문제에 관한 한, 개인 상호간에 견해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견해가 옳고 그른지 판단내릴 수 없는 가치상대주의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더 나아

갈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 두 입장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정의에 관한 

논의는 종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보듯, 논의의 주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산다고 

할 때 그 올바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만족할 만한 앎(episteme)을 

찾고자 하는 대화의 목적이나 의의는 대화참여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좋은 삶에 

관한 생각들을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노력에 불구하고 

진리를 향한 여정이 결코 마쳐질 수 없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대화참여자

나 대화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나 그런 대화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기 전보다는 

인식에 있어 어떤 점에서 좀 더 나아졌다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대화는 어떤 

식으로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명제의 형식으로 진리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할지

라도 그러한 유익함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무엇이 좋은 행위인가 또는 옳은 행위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좋은 삶에 관한 논의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은 일종의 인간조건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만큼 분명한 기정사실이다. 이것은 정

의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의의 문제

는 그것이 제시하는 해답이 항상 명료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온 

지성을 동원하여 검토하면서 동시에 시대의 삶을 통해 유효성과 정당성을 검증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인류 최고의 문제인 동시에 최대의 난제이다.5) 우리 시대의 

삶이 물질주의에 휘말리지 않고 인간의 가치있는 삶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 사회는 어떤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여지껏 

인류가 정의의 문제에 비추어 시대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질문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질문을 외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없지는 

5) 박은정, “정의론의 인간학적 기초”, 사회과학논집, 제3집(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1983), 

45-46면에서는 “정의의 문제는 국가철학 및 정치, 사회, 법철학 등에서 항구적인 테마로서 

논의되어 왔으며, 그것은 누군가의 말대로 가히 <지상에서의 인류최대의 관심사>가 되

어 왔다.”고 하고, 또 “정의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차원에서 제기되면서 근원적

으로는 그 차원 안에서의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관계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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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사회가 정의의 문제에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몰두해 

있는가 하는 점은 그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6) 광복 후의 우리 정치사를 보아도 과거에는 경제성장이나 민주화가 지상과

제이고, 정의론이나 자유론 등은 민주주의에 포섭되는 하위개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또 OECD 회원국의 지위에 오른 현재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정의의 기준을 논외로 하고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

이라 해서 정당성을 종국적으로 승인받기 어려워졌다.7) 그런 점에서 정의의 문제는 

민주화 이후의 다원화시대에 법학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8)

2. 정의 문제에 있어 켈젠이 한국 법률가들에 미친 영향

어떤 사안에서 정의의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종착점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

폐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는 그런 제약된 해답을 언제나 능가하는 것이다. 

정의의 문제는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손보는 데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해

6) 마르틴 크릴레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실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크릴레는 정의의 판단기준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견해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법정책

적 문제에서 객관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시도는 가망 없고 그러

므로 무의미하게 된다. 이 견해는 (본의와 다르게) 폭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조성하며, 

위로는 권위적인 경향을, 아래로는 혁명적인 성향을 조장한다. 이와 반대로 정의의 판

단기준이 존재한다면 인식의 진보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정법이 정의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토론이 의미심장하게 되고 토론의 자유는 이러한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며, 민주주의는 정의의 실현에 가장 유익한 국가형태라는 것이 입증된다. 

따라서 정의의 판단기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자유국가의 정당화에 대한 질문이라 하

였다. 마르틴 크릴레, 홍성방 역, 정의의 단기 (유로, 2014), 18면. 정의의 문제에 대

해 법학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는 그 시대의 법문화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칼 후리드리히 요아킴, 

이병훈 역, 법철학(교육과학사, 1996)은 켈젠 등의 법실증주의가 대두된 시기의 법철학에 

대해 법철학의 쇠퇴기로 적고 있다. 이것은 법실증주의가 법철학이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정의의 문제를 법학의 대상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7) 문지영, “한국의 민주화와 ‘정의’ 담론”, 정치사상연구, 제13집 제2호(한국정치사상학회, 

2007), 32-33면. 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8) 광복 후 우리 법철학이 법현실과 대결 속에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고, 민주화된 

다원주의 사회로 바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연법론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민주적 자연법론으로 변모하는 것이 그런 도전의 하나라 지적하는 견해로 김도균, 

“한국 법체계에서 자연법론의 형성과 발전”, 법철학연구, 제11권 제2호(한국법철학회,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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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마다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도 그에 대한 이해나 평가, 

대처법이 제각각 달라서 법은 비슷한 듯 다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은 

정의의 문제, 즉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또 얼마다 만족되기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를 두고 법이 어느 하나의 입장에 따

르도록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법을 두고 사람들의 호불호가 나뉘게 마련이다. 

이처럼 무엇이 좋은 것인지 또는 옳은 것인지에 관한 절대적 가치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니 법률은 좋은 삶에 대한 선호를 정하여 시민들에게 강제해서는 안 되며, 그

런 문제는 시민들 각자에 맡겨져야 한다는 생각이 생겨난다. 서구사회의 관용은 

근대 이후 자유주의 윤리학의 자율성 원리와 자유주의 국가의 중립성 원칙과 맞물

려 있는 것인데, 개인들은 서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최고의 삶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

가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설정하거나 ‘좋은 삶(good life)’에 관

해 법률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개인을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로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것이다.9) 뿐만 아니라 기성의 법률에 대해서도 주관적 가치 관념으로 어떤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법과 도덕의 구별), 특히 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면 절대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을 도입해서는 안 되며, 있는 그대로의 

법률을 기술(記述)해야 한다는 견해, 법학에 도덕기준의 내용을 가급적 담지 않

으며, 도덕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단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하게 형식적인 도구로

서의 법을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더불어 생겨나게 된다. 

현대에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법학자로 ‘20세기의 법학자’ 또는 독일 법철학의 

전형이라 불리는 한스 켈젠을 들 수 있다.10) 특히 켈젠은 해방 직후 우리 법(철)학

계가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점(基點)이 되다시피 한 인물이므로, 켈젠의 견

9) 자유주의 도덕원리로서의 관용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서는 김남준, “다문화시대의 도덕

원리 논쟁: 관용과 인정”, 철학논총, 제54집 제4권(새한철학회, 2008), 150면.
10) 물론 켈젠의 사상은 칸트로 소급될 수 있고, 또 켈젠 외에도 라드부르흐나 페렐만과 

같은 현대 법철학자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켈젠의 정의의 

문제에 대한 입장이 광복 후 우리 법학계의 출발점을 이루다시피 하였다는 점, 켈젠

의 태도는 고전적 정의론을 정립한 플라톤에 대한 비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따라서 정의의 문제와 우리 법학의 관계를 올바른 출발점에 놓기 위해서는 켈젠의 플

라톤 비판을 넘어 플라톤에 대한 건전한 재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켈젠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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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우리 법학계가 정의의 문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

각된다.11) 켈젠은 정의의 문제를 넓게 법철학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

정하였지만, 과학으로서의 법학, 즉 순수법학이 다룰 문제는 아니라 강조하였다.12) 

이렇게 하여 켈젠의 영향을 받은 법학은 정의의 문제, 가치판단과 평가의 문제에

서 자유롭게 될 길을 찾은 셈인데, 법의 사무를 다루는 사람이나 법학을 배우는 

사람이 정의의 문제나 가치의 평가 내지 판단에 서툴고 한물간 이념이나 사상 정

도의 문제로 치부하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나 태도는 켈젠의 입장에서 사실상 

큰 안식처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법학자나 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

람들이 특정한 이념에 경도(傾倒)되지 않음은 물론, (정치)철학이나 사회사상, 문학

이나 예술에 초연한 것을 직업상 미덕이라 생각하는 근원은 법학의 세계에서 법 

이외의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켈젠의 태도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켈젠이 우리에게 남긴 어두운 그림자라 표현한다면, 사실은 정의의 문제에 대한 

정당화되기 어려운 외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학이나 법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는 사람이 취할 정당한 태도라 생각하도록 만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켈젠에 의해 오늘까지도 그늘 지워진 사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시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13)

11) 해방 직후 우리 법학계에 켈젠이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는, 경성제대 법철학 담당교

수인 오따까 토오모가 켈젠의 영향권에 있었고, 그에서 배출된 이항녕, 황산덕 교수가 

강단법철학으로 켈젠의 법실증주의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켈젠의 

영향은 한국정치사에서 격변기라 할 수 있는 1960-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라드부르흐의 법철학과 함께 법조의 ‘현실없는 법철학’, ‘형식논리로 일관한’ 법

적용의 폐해를 낳았다고 한다. 박은정, “한국 법철학의 반성과 과제”, 법과사회, 제10권 

제1호(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4), 199-202면 참조. 또 이 시기에 켈젠은 일부의 왕성

한 소개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중심으로 한 한때의 분위기였고, 이론으로서만 읽혀졌을 

뿐이라 한다. 그리고 강단법철학이 법실증주의로 나갔다면, 법조를 중심으로 한 경향

은 반실증주의로 나아갔으며, 당시에는 이러한 경향(‘법현실주의’)이 우세였다고 한다. 

민주화 시대인 1980년대에는 법철학은 민주주의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나 민주화항쟁은 

법철학에 기여하였는데, 1980년대에는 하트류의 분석법학이 우세였으나 후반부터 비

판법학, 민주법학의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박은정, 상게논문, 200-202면, 205-206면, 

208-210면 참조. 
12) 켈젠은 과학으로서의 법학, 즉 순수법학은 무엇이 법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인지

하고 기술할 뿐,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하였다. Hans 

Kelsen, trans. Max Knight, Pure Theory of Law, 2n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1.
13) 박은정, supra note 11, 197면, 210면, 213면, 220면, 221면에서는 무엇이 옳은 법인가, 

어떻게 옳은 법을 인식하여 실현시키는가의 문제는 법철학의 근본문제라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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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의 문제에 관한 켈젠의 입장과 문제점

1. 순수법학(Pure Theory of Law)과 정의의 문제

켈젠의 순수법학은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실정법을 기술할 

뿐, 평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내세운다. 켈젠은 실정법이 어떤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가함으로써 행위자를 구속한다는 

합법성(validity)이 그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의 전부이고, 실정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하는 차원에서 합법성이 좌우된다고 보거나 법의 정당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14) 켈젠은 법과 도덕적 규범체계(morals)의 분리를 천명하는데, 

이것은 실정법이 어떤 도덕적 규범체계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

한다. 켈젠은 정의 내지 도덕이 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적인 정의관

념 내지 어떤 도덕적 규범체계가 절대적이라는 전제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 절대적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개인

마다 서로 상이하고 때로 모순되는 정의의 요구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실정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철학자들은 정의라는 주제에 대해 정치철학자들만큼 대담

하게 뛰어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또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법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의 물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법의 본질적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법철학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

는 포괄적인 물음에 답을 준비하는 사유기재이기도 한데, 우리 법학계나 법철학계에서 

정의를 직접 주제화한 논문은 최근(1994년)까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법철학을 연구하는 자세는 관찰자의 자세에서 참여자의 

자세로 전환되어가야 한다”고 하고, “법의 문제는 ‘법은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법관, 변호사, 경찰관리, 법학자로서, 도둑으로서 그리고 도둑의 이웃으

로서 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나는 혹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라 

강조한다. 강진철, “5⋅18, 이 시대 법과 역사의 화두”, 법과 사회, 제13권 제1호(법과

사회이론연구회, 1996), 313면은 법철학과 법현실이 서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서로를 

잘 몰랐던 결과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무지로 서로 오해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고, 5⋅18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계기로 한국 

법철학계는 법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비자발적

으로 불려나온 것에 대해 맹렬히 반성해야 하며, 법철학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

니라 법현실에 대해 법철학적으로 적극적인 발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구체적 법현실을 두고 법철학적 차원의 논의들이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논의들은 어느 것이나 정의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14) Hans Kelsen, “Why should the law be obeyed?”, What is Justice?: Justice, Law, and 

Politics in the Mirror of Science (1957) (Lawbook Exchange, 2000), pp.257.



12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3호 (2016. 9.)

어떤 개인이 가진 정의의 이념은 충족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개인이 가진 정

의의 이념에는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켈젠은 

실정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규범체계에 대한 관계에서, 특히 정의의 이상에 

대한 관계에서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라 하였다.15) 

켈젠의 법실증주의나 순수법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켈젠

의 순수법학이 현대법학에 기여한 부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지만, 비판도 만

만하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 논증인데, 내용적 정당성을 따지지 않는 형식

적 법개념으로는 어떤 법이든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법은 법이라는 것, 그리고 법을 현상으로서 기술해야 한

다면 좋은 법만 대상으로 삼고 나쁜 법은 배제하게 되어 법학이 지나치게 주관화

될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즉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치의 유대인학살이 대표적인 부정의가 아니

냐고 재반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유형은 예외적으로 명확한 사례이고, 일반적으

로는 무엇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정의인지 분별해 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다.16) 정의의 문제가 일의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하나로 제시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문제이듯, 그 반대, 즉 부정의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 다양성

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무엇이 좋은 법이냐 만큼 무엇이 나쁜 법인지에 대

15) Hans Kelsen, supra note 12, pp.62-69; 켈젠, “법학적 실증주의란 무엇인가?”, 심헌섭 

편역, 젠법이론선집(법문사, 1990), 267-268면. 켈젠의 법이론에 관한 국내외의 소개 

내지 연구문헌은 대단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심헌섭, “근본규범 이론 소고”, 서울 학교 

법학, 제40권 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Robert Walter, 심헌섭 역, “한스 

켈젠의 법이론”, 서울 학교 법학, 제40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참조.
16) 할데만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둘러싼 풀러와 하트의 논쟁을 기초로 라드부르흐와 켈젠

이 나치 악법에 대해 가상의 논쟁을 벌였다면 전개되었을 논거들을 비교하였는데, 

법실증주의에 대한 처방으로서 풀러의 내재적 도덕성과 라드부르흐 공식을 비교하면

서 사악한 법체계도 풀러의 내재적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

질적인 정의기준을 담고 있는 라드부르흐 공식이 더 매력적인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Frank Haldemann, “Gustav Radbruch vs. Hans Kelsen: A Debate on Nazi Law”, Ratio 

Juris, Vol. 18, No. 2 (2015), p.176 참조. 풀러의 내재적 도덕성에 대해서는 법질서가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데 있어 보다 실효적일 수 있게 하는 절차적인 원칙에 불

과한 것이며, 따라서 그런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얼마든지 사악한 법질서

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라드부르흐 공식은 불명료한 

점이, 풀러의 내재적 도덕성 기준은 실질적인 정의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Brian Bix, “Natural Law Theory”, Dennis 

Patterson (ed.),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ory (2nd) (Blackwell, 

2010), pp.220-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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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다면, 불법논증은 그만큼 취약한 공격논변이 되고 

만다. 켈젠은 법실증주의가 법철학을 안락사로 이끈다는 비난에 대해 법과학은 법

철학과 분업관계라 하였고, 법실증주의는 가치맹목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법과

학으로서는 그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은 부당한 것이라 하였다.17) 켈젠은 법

학의 전통 속에서 발견되는, 법과 정의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의 실제적인 

효과는 암묵적으로 기성의 실정법을 그 내용과 무관하게 정당화하는 것이라 비판

하기도 하였다.18) 법실증주의로 분류되는 입장들에도 다양한 경향이 있지만, 개념

법학이나 심지어 라드부르흐와도 다르게 유독 켈젠의 순수법학과 켈젠의 가치상대

주의만은 정의의 문제를 정면에서 외면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고 생각된다.19) 현대 법철학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켈젠의 순수법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비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 법과 도덕의 분리가 과연 가능한가?20) 켈젠은 실정법에 대한 인식 및 기

술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을 ‘과학적 법학’, 즉 순수법학이라 하고, 실정적이지만 

강제력은 없는 기성의 도덕적 규범체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윤리학’으로, 

법학이 다루는 실정법과 윤리학이 다루는 도덕적 규범체계를 각각 구분한 다음, 

실정법을 특정의 도덕적 규범체계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절대적인 정의개념 내지 

절대적인 도덕적 규범체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 상대적인 가치로

서는 실정법에 대한 주관적이고 상반된 가치평가가 불가피하므로 특정의 도덕적 

규범체계를 통한 실정법의 정당화는 불가능하다는 점, 실정법으로서는 강제력을 

통해 사회에 구속력을 가진다는 타당성(validity) 외에 달리 법 외적인 영역에서 그 

17) 켈젠, supra note 15, 270면.
18) Hans Kelsen, “Law, State, and Justice”, What is Justice?: Justice, Law, and Politics in 

the Mirror of Science (1957) (The Lawbook Exchanges, 2000), p.295.
19) 켈젠의 법(규범)-국가 동일성을 분석하고 순수법학에 대해 가치중립적 규범의 불가능

성이라는 차원에서, 또 근본규범이 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에 길을 내 주게 되는 

결정주의적 성격이 있다는 차원에서 비판한 것으로 홍영기, “국가와 법규범의 동일화”, 

법학연구, 제5권 제1호(카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참조. 켈젠의 가치상대주의를 

라드부르흐의 입장과 비교하고, 또 근본규범을 하트(승인율), 슈미트(결정이론)와 비교

하여 켈젠의 법이론을 설명한 것으로 고봉진, “신, 국가, 근본규범에 나타난 ‘규범정립적 

권위’”,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한국법철학회, 2015) 참조. 
20) ‘법’과 ‘도덕’의 분리라는 표현에서 ‘도덕’은 오해 내지 혼동의 소지가 있는데, 기성종

교나 윤리체계를 의미하는 morals와, 도덕적 분별(력)에 해당하는 moral (또는 morality)

로 각각 구분되는 단어들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구분없이 ‘도덕’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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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를 위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러한 필요에서 상정되는 근본규범이 

실정법의 최종적인 효력근거라 하였다. 실정법과 도덕적 규범체계(morals)의 분리

는 사실 단순명료하면서도 수용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려울 것 없는 제안이다. 실정

법을 주관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단지 자신의 도덕적 규범체계에서 정당화되

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정법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은 매우 이치에 닿는 주

장이고, 따라서 ‘자신의 도덕적 규범체계에 맞지 않는다 해도 법은 여전히 법’이라

는 켈젠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법과 도덕의 분리라는 것이 도덕적 

분별력(morality)의 부정, 즉 시민과 법률가에게 내적 양심의 발동을 멈추고 주어진 

어떤 법률에 대해서든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요구는 법률가나 

시민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의 긴장을 다한 심사를 

통해 무엇이 옳고 좋은 행동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존엄의 핵심을 

구성하며, 이러한 도덕적 분별을 행하는 주체로서 개인의 양심은 자신의 행동이 

합당한 근거 위에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21) 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이 세계가 합리적으로 이해되기를 바라는 만큼 자신의 행위도 합리

적으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

에게 기성의 법과 제도는 주어진 사실로서 당연히 복종의 대상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실정법을 두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에 대해 그 법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정당한 법으로서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면의 근원적인 요청을 부인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법과 

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요구, 즉 법과 제도가 법률가

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 대해 양심의 긴장을 통한 논의의 결과로서 합당하고 정

당한 것으로서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

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법과 제도가 

건강하게 존립하기 위한 관건이다. 법과 도덕의 분리가 이러한 요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법률가들을 포함한 모든 인격주체들에 인간이기를 멈추라는 

요구처럼 들린다. 켈젠은 전통적인 법학 속에서 법과 정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암묵적으로 실정법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순수법학의 방법

21) 풀러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법의 내적 도덕성의 불가분적 연관을 지적

하면서 법의 내적 도덕성을 이루는 원칙들로부터의 이탈은 인간존엄에 대한 모욕이라 

하였다. Lon Fuller, The Morality of Law, Revised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1969),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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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필요한 근거로 이해하는데, 정의의 문제를 절대적 정의론을 강변하고자 하는 

계기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열린 문제로서 문제 자체로서 두고 고찰할 수 있다면, 

켈젠이 비판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기성의 실정법을 이성의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22)

둘째, 법학은 정의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는가? 어떤 법이든 도덕적 정당화의 요

구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법은 정의의 문제와 필연적인 연관을 가지기 때

문이다. 모든 법은 맹목적인 복종의 대상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정의의 문제 속에서 태어나며 정의의 문제와 운명을 함께 한다. 따라

서 법률가는 법의 그러한 본성적인 면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직시하고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학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몇 

가지 있을 것이다. 먼저 정의의 문제를 최고의 삶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특정의 정치사상이나 당파적 견해와 혼동하는 태도이다. 법학이 정의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는 어떤 법학적 견해 또는 법률이든 그것이 과연 

사람의 잘 삶이라는 목적과 가치에 합치하고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면밀히 따져보자는 것이지 법률이나 법학을 특정의 정치사

상이나 당파적 입장을 강변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켈젠은 플라톤 

이래의 전통적인 정의론을 마치 최고의 선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법률로

든 어떤 형태로든 강제될 수 있다는 반민주주의자들의 견해로 이해하고 강력히 비

판하였다. 그러나 그런 식의 플라톤 독해가 한 시대에 유행하였다 하여도 전혀 근

거없는 것임은 다음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켈젠에 의해 대표되는 것으로, 

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정의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태도이다. 물론 무엇이 옳고 

좋은 법인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의 존재가능성을 부정하는 이상 특정한 법률에 

대한 가치평가는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법률이 좋은 삶에 대한 선호를 담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정반대의 도덕적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켈젠은 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있는 법을 인식하고 기술

할 뿐, 법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

22)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철학 교과서 속의 케케묵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대 법철학의 핵심에 있는 문제이다. 1958년 하트

와 풀러 간의 논쟁 이후에도 많은 법철학자들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az, Finnis, Alexy 등이 있다. 최근의 것으로는 John Finnis, “Law as Fact and Reason 

for Action: A Response to Robert Alexy on Law’s ‘Ideal Dimension’”, The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Vol. 59, No. 1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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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으로 당파적인 입장에 불과한 것을 학문의 이름으로 가장하는 것을 경계하였

는데, 특히 정의의 문제는 인류가 지금까지의 논의에 불구하고 답을 찾는 데 실패

하였을 뿐 아니라 절대적 도덕적 규범체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논의할 수조차 없

는 문제라 하여 법학의 영역에서 건전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하려면 ‘정치’의 이름으로 하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의 이름으

로는 하지 말라는 것).23) 켈젠은 자신에 대해 자유주의 내지 사회민주주의를 학문

의 이름으로 가장한 것이라는 재반론이 제기될 여지조차 없도록 끝까지 과학적 학

문의 이름으로는 실정법에 대해 어떤 가치판단도 내리기를 거부하는 학문적 순수

성을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입장을 학문으로 가장한 다

른 법학자들과 구별되게 켈젠을 존경받을 만한 법학자의 반열에 놓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가치상대주의의 관용까지 가미되어 실정법에 대한 

무저항이라는 비판을 받게도 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두 태도 외에도 법학에

는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덕적 정당화를 요구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민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논

의를 통해 어떤 법을 합당한 것으로 승인할 수 있다. 법학은 한편으로는 단순히 

어떤 법이 제정되어 강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記述)하는 것에서 그치는 극단, 

다른 한편으로는 실정법에 대한 주관적 입장을 학문의 이름으로 강변하는 극단 

외에 실정법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논의가 건전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문적 도구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

여야 한다. 법학은 시민들이 실정법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배경에 단지 

이해관계를 둘러싼 당파적인 정치투쟁이 아니라 누구든 합당한 근거 위에 자신의 

사회적 삶을 형성해 가기를 원한다는, 정의로운 삶에 대한 근원적인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23) 실정법에 대한 가치평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 일견 자연법주의는 진보

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대하는 법실증주의는 기성의 실정법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시인하는 보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런데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정 시기에 

전개된 논의의 실상은 이와 다르고 특히 이후의 나치체제 및 그 붕괴의 과정에서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마치 법실증주의가 타락한 결과로 나치가 등장

하였다는 식의 허위가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재승, “바이마르 공화국과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법철학연구, 제2권(한국법철학회, 1999), 127면 참조. 외국의 법이론의 내용과 

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그 이론의 함의가 무엇이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그 이론에 관심을 갖게 하는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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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켈젠의 입장은 사람이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 즉 준법의 근거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법실증주의의 입장 내에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제재테제, 수용테제, 권위테제가 있다고 하고, 켈젠의 견해는 제재테제라 설명

된다.24) 하지만 켈젠의 제재테제는 법이 법으로서 합법성을 인정받는 근거, 다른 

말로는 어떤 행위를 법적 의무로 만들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실

정법을 자기 행동의 근거로 삼는 이유에 관한 설명은 아니라 생각된다. 켈젠은 

“법규범은 그것이 윤리적일 때에만 의무를 부담시킬 수(구속적일 수) 있다는 견해”

(이것은 다른 말로 ‘행위자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법

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만 그 행위가 의무로 인정된다’는 의미

이다)를 법실증주의와 양립하지 않는 것이라 하고,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행위는, 그 반대되는 행위가 제재의 조건일 때에만 법의무의 내용이 된다. 

입법이나 관습의 방법으로 창설된 법규범들은 어떠한 임의의 내용에도 제재를 연

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25) 즉 어떤 행위가 법적 의무로 인정되는 이유는 그 반대

행위가 제재의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법복종 주체의 입장에

서는 법실증주의의 하나의 결과로서 실정법이 법제정기관과 법적용기관으로 하여

금 법결정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법정책적 요청과 이와 결부된 법적 안정성의 요청

에 부합하도록 하는 결과 행위자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불확실하나 어느 정도 예

측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불법과 이에 따른 불법효과(제재)를 피할 수 있게 자기 행

위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26) 그 

외에 행위자가 자기 행동의 근거를 법에 두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켈젠의 

입장은 모든 실정법은 근본규범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만 답

할 뿐이다.27) 법규범의 타당성(validity)이라는 것은 그 규범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준수되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이며 왜 그 법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가, 

24) 권경휘,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에 대한 고찰 －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호(한국법철학회, 2012) 참조. 
25) 켈젠, supra note 15, 268면. 
26) 켈젠, supra note 15, 268-269면. 
27) Hans Kelsen, supra note 14, pp.257-265 참조. 켈젠이 가치상대주의를 강조하면서 행

위자가 실정법에 복종할 것인지 불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자기 스

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하는 책임으로서 부담 지워져 있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

로 법복종의 근거로서의 도덕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Frank 

Haldemann, supra note 16, p.169. 그러나 그러한 도덕성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

과 실정법이 효력을 가지는 근거는 엄격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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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행위자가 왜 법을 준수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행위의 동기를 확증할 적절한 

방법을 가지지 못한 이상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28) 따라서 실정법을 

왜 준수하는가 하는 행위자의 동기나 행동의 근거에 대해서는 순수법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켈젠은 그 이상 어떤 이유를 제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순수법학은 법관이나 변호사가 개별 사건에서 다양한 법률해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유일하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법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라 이해하며,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에 어떤 행동을 권하거나 의뢰인이 

그에 따르는 결정을 한다면 그 이유는 제재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외의 자기 나름

의 도덕관념이나 정책적인 고려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왜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가지

려고 하는 것은 실천이성의 담지자라는 존재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여기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합당하다고 여기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난다. 그러한 요구는 사회적 삶에 있어서 법률에 관해서도 그것이 준수되

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려 한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는 존재

로서의 인간에게 법이론은 법이 구속력을 가지는 이유를 도덕적 근거에서 제시

할 수 있어야 하며,29)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실정법을 묘사하는 데 그

28) Hans Kelsen, supra note 18, p.290 참조. 켈젠은 위반시 뒤따르는 제재가 (특히 제재의 

집행이 조직화되어 있다면) 결정적인 이유이겠지만, 다른 이유로 실효적으로 준수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실정법 개념의 핵심요소로서 필수적인 

강제라는 요소와 그 법이 실효적으로 준수된다는 것에서 좌우되는 타당성(validity)이

라는 요소는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였다. 위의 글, 290면. 준법의무의 근거에 

관한 문제는 법과 도덕의 관계나 법의 본성과 연관된 질문이기도 해서 자연법주의의 

경우에는 무엇이 법인가 하는 개념 속에 이미 준법의 근거가 내포되기 쉬운 반면 법

과 도덕의 관련을 부정하는 법실증주의의 경우에는 준법의 근거에 관한 합당한 이유

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로 Brian H. Bix, Jurisprudence: Theory 

and Context, 7th ed. (Thomson Reuters, 2015), p.191 참조. 
29)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14-15 참조. Finnis는 ‘실천이성을 완전하게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도덕적 참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법철학 내지 법이론이 가장 잘 완성될 수 있다’

고 여러 글에서 강조하였다. 심헌섭, “법과 도덕의 관계”, 서울 학교 법학, 제18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8), 229면에서도 법과 자율도덕의 부조(扶助)관계를 

언급하였는데, “법은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자율도덕의 가

능성을 마련해 주며, 이에 대해 자율도덕은 진정한 준법심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법을 준수할 의무에 관한 논쟁의 약사(略史)는 M.B.E. Smith, “The Duty to Obey the 

Law”, Dennis Patterson (ed.),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ory 

(2nd) (Wiley-Blackwell, 2010), pp.457-460 참조. George Klosko, “The Moral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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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거나 또는 근본규범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았다는 정도로 법률에의 복종을 요

구한다면, 그것은 법이 인간의 집합적 이성의 산물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부정하

는 것이다.30)

넷째, 실정법이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합리성(도덕성, practical 

reason)을 승인받을 수 있다면 도덕적 정당화는 법이 가지는 강제력의 원천을 제공

할 수 있다. 법제정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정되고 공포되었다는 사실은 법이 

강제성을 가지는 이유의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법이 가지는 강제력의 모든 차원

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법은 실력적 강제이기 이전에 올바른 이성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오랜 서구의 전통이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창조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신의 명령이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것이었

기 때문이 아니라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왜 인간은 선악을 알아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합당한 설명 없이 명령만 주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을 내면에서 설득시

키고 복종하게 만드는 합당한 이유가 동반되지 않는 법은 법을 떠받치는 정당성이 

없다는 그 근저에서 이미 붕괴되고 만다.31) 그러나 켈젠은 이러한 연관성을 부인

하였다. 켈젠에 의하면 이성의 기능은 인식인 반면, 규범의 제정은 의욕에 해당하

는 것이다. 그런데 이성이 규범을 제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식하고 동시에 의욕

하는 이성이 되며, 인식인 동시에 의욕이 된다. 켈젠은 이런 것은 경험적 현실 

안에서는, 이것이 논리적 모순없이 기술될 수 있는 한,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to Obey the Law”, Andrei Marmor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 (Routledge, 2010), pp.522-523에서는 준법의무의 성격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으로 

동의설 등을 소개하면서 도덕성(morality) 내지 실천이성(practical reason)에 기반한 

Robert Paul Wolf 등의 입장을 ‘Philosophical Anarchism’이라 부르고 있다.
30) 제재테제에 대한 비판, 특히 행위자의 신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은 

권경휘, 법실증주의에 있어서 법의 규범성－켈젠, 하트, 라즈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18-24면; 권경휘, supra note 24, 150-152면 참조.
31) Stanley L. Paulson은 켈젠의 �순수법학�(1934)의 영문판에서 크세노폰의 Memorabilia

에 전해 오는, 고전시대 페리클레스와 알키비아데스 사이에 있었던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 사이의 이원적 적대

관계(antinomy)를 기초로 normative thesis, reductive thesis, morality thesis, separability 

thesis의 네 입장 속에서 켈젠의 순수법학의 지위를 설명하였다. ‘제정된 것이면 법’이

라는 페리클레스의 입장에 대한 알키비아데스의 비판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힘으

로 강제하는 법은 개인의 도덕성(morality)을, 나아가 자율성(autonomy)을 부정한다는 

것이었다. Stanley L. Paulson, “Introduction”, Hans Kelsen, trans. Bonnie Litschewski 

Paulson & Stanley L. Paulson, Introduction to the Problems of Legal Theory (Clarendon 

Press, 2002), xxii-xxvi. 



20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3호 (2016. 9.)

켈젠에 의하면, 키케로, 아퀴나스, 칸트 등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인식하면서도 

의욕하는 이성, 즉 칸트의 실천이성과 같은 것은 신의 영역에서는 존재할 수 있

으나, 신의 이성을 모방한 것이며, 법의 과학의 이론으로서의 법실증주의는 인식이

면서 동시에 의욕인 것과 같은 신의 의지를 법의 인식과 기술에서 전제할 수 없다

고 하였다.32) 여기서 규범은 의지나 의욕에 국한되며 인식하는 이성을 배제하게 

되는데, 이처럼 법의 본성에 해당하는 영역을 축출하면서 의지에서 규범을 근거짓

고 이성의 인식이라는 측면을 논외로 한 것은 법을 ‘이성에 비추어 합당하여야 함’

이라는 도덕적 속성이 없이 명령이라는 규범으로만 구성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법은 단지 외적으로, 타율적으로 강제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긴장을 통해 

법을 인지하고 그 정당성을 승인하는 사람들에 의해 내적 강제력을 얻는다.33) 

올바른 이성에 합치하는 법이 강제력을 갖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실로 오랜 서구의 

법전통이다. 자신의 건전한 분별력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결과로서 합당한 이치

가 있는 법이라면 그런 법은 외적인 강제기관이나 수단이 없더라도 자발적 복종의 

대상이 된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등장하는 법률은 도

덕적 정당화라는 요구의 산물이자 잘 살기 원하는 삶의 표상이 만들어낸 제도화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34) 널리 정당성이 인정된 법이 가지는 강제력은 그렇지 않은 

법이 가지는 강제력에 비해 더 월등하다.

32) 켈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심헌섭 편역, 젠법이론선집(법문사, 1990), 246-249면.
33) 켈젠과 곧잘 비교되는 법실증주의자 하트는 법은 인간들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로서 행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점에서 법의 형성과 준수에 참

여하는 사람들 및 법의 내적 관점(internal aspects of rules)에서 법의 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그런 차원에서 법이 단순히 습관에 따르는 반복적 행위와 다

른 점은 법이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행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H.L.A. Hart, The Concept of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55-58, pp.82-91. 이를 ‘해석학적 전환’이라 평가하는 견해도 있는데, 

상세는 브라이언 빅스, 권경휘 역, “하트(H.L.A. Hart)와 법이론에 있어서 해석학적 전회”, 

산법률논총, 제11권 제2호(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참조. 심헌섭, “5⋅18 불기소

처분의 논거에 대한 법철학적 재검토 － 분석과 비판 －”, 서울 학교 법학, 제36권 

제3⋅4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72면에도 법이 갖는 효력이 단순한 힘이 아니고 

진정한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법 및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강제가 정당화되었다는 

확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34) Leslie Green, “Law and Obligation”, Jules Coleman & Scott Shapiro (eds.), The Oxford 

Handbook of Jurisprudence & Philosophy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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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론에 대한 켈젠의 비판과 이에 대한 재검토 

정의론에 대한 켈젠의 비판은 첫째, 정의규준의 형식성에 대한 것, 둘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및 기독교 정의론에 대한 비판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및 기독교 정의론에 대한 비판은 성격상 따로 살펴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보

도록 한다. 

가. 정의규준의 형식성

켈젠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의문으로 ‘최종적인 답을 

찾는 것 대신 보다 나은 답을 찾은 것에 만족해야 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질

문 중의 하나라 하였다.35) 켈젠은 오늘날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정의규범들을 하나

씩 검토하면서 각각의 정의규범들이 모두 주관적인 해답에 불과한 상대적인 것이

면서 동시에 내용상 공허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켈젠은 ‘각자에게 각자

의 것을 주는 것’이나 황금률 등이 모두 그 자체로는 무엇을 정의롭게 만들고 불

의하게 만드는 것인지 정의의 본질적 요소 내지 실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 공허한 형식적 기준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36) 가령 황금률에 대해

서는 ‘주관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옳은 기준을 전제

로 언제나 너에 대하여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것으로 의

미를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정의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황금률은 아무 답도 주지 않고, 단지 정당하든 부당하

든 기성의 확립된 사회질서에 따를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37)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정의규준들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

다고 생각된다. 물론 정의의 규준들은 형식적이어서 내용이 공허하므로38) 가치중

35) Hans Kelsen, “What is Justice?”, What is Justice?: Justice, Law, and Politics in the 

Mirror of Science (1957) (The Lawbook Exchanges, 2000), p.1; 켈젠, 심헌섭 역, “정의

의 제규범”, 젠법이론선집(법문사, 1990), 194면.
36) Hans Kelsen, supra note 35, pp.5-11. 
37) Hans Kelsen, supra note 35, p.17. 심헌섭, “황금률과 법”, 법학연구, 제2권(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에서는 황금률이 도덕철학적으로 볼 때 하나의 도덕원리이며, 법철

학적으로 보아도 개개인에게나 입법자에게 적어도 모두가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행위

는 하지 말라고 늘 명하는 것으로 규제적 법원리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8) 정의규준의 형식성에 대해서는 심헌섭, “정의의 실질적 규준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 제36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93면. “‘각자에게 그의 것’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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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도덕적 규범체계나 실

정법 질서와도 결합될 수 있다. 여기서 각각의 결과들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곧 가치상대주의가 완성된다. 나치의 수용소 입구에도 ‘각

자에게 그의 것’이라는 표어가 게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점을 보여주는 예가 된

다는 지적도 있다.39) 그러나 정의의 규준들이 형식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규준

이 가지는 강점으로 보아야 하고, 어떠한 도덕체계와도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 곧 

약점 내지 흠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40) 정의의 문제는 각각의 정의 규준이 현

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떠나 정의론 자체의 문제로서 분석적

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제정법도 사람들의 현실의 삶에서 

생겨나는 경험들에 직접 부딪혀 보지 않은 채 글자 그대로만으로는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검증할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정의의 규준을 유의미하게 만들고 

또 그 타당성을 시험대에 오르게 만드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왜’ 등과 같은 현실의 실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정의의 문제는 삶을 

이루는 구체적인 요소들에 정의의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그 타당성이 어떠한지 음

미해 볼 것을 요구한다.41) 그래서 가령 ‘같은 것’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고 어떤 

적으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라’는 원

리는 그야말로 다른 규준들과 평가들에 의해 충전되기를 기다리는 공식들이다. 왜냐

하면 각자가 ‘그의 것’으로 고찰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도대체 불평등한 취

급을 정당화하는(실로 요구하는) 차이는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 이 공식들은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평등취급의 원리도 그 자체로서는 정의문제를 충

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자체 안에 이미 놓여 있지 않은 

평가규준 내지 공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9) 심헌섭, supra note 38, 85면. 
40) ‘각자에게 그의 몫을’이라는 정의규준에 대해 내용이 공허하지만 공허하기 때문에 여

전히 정의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으로 수용되고 있고, 또 미래에도 그럴 것

이라는 켈젠의 언급이 있다. Hans Kelsen, supra note 35, p.18.
41) 심헌섭, “정의에 관한 연구－ 기일, 정의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서울 학교 법학, 

제29권 제2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102면에서는 정의규준의 형식성에 대한 

반론으로, 만약 어떤 원리가 전적으로 내용이 공허한 것이면 그 부정도 내용이 공허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를 부정하여 ‘각자에게 그의 것이 아닌 

것을 주라’ 또는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다루라’로 표현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도덕감에 

거슬리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내용이 공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정의론의 고유한 과제는 온갖 문제적 사건들에 있어서 항상 정의로운 결정이나 해답

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에로 유도하는 사고수단을 제공하고 사고방법을 제시하

는 데 있으며, 그런 점에서 정의는 매우 형식적인 원리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무가

치하고 무내용인 것이 아니라 방향지시적 지시를 주는, 그 구체화를 위해 다른 가치

관점과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개방적 원리이며, 자의의 금지를 통해 소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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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같이 정의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이 생겨나는 것이다. 문제는 그에 결합되어 평가를 기다리는 제반 요소들 및 

그 실제적인 결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평가들에 대한 우리의 검토가 항상 충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의 규준에 대한 실로 고

전적인 시도들은 확실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불확실성의 심연 속으로 밀어 

넣는다.”42)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의의 문제를 

두고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시도해보기 전까지 알 수는 없는 것이며, 

또 그런 시도를 포기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나. 민주주의의 실상－가치상대주의인가? 아니면 법⋅제도를 통한 가치강제인가?

켈젠은 정의의 문제에 관한 여러 입장들은 스스로 타당함을 입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람마다의 정의에 관한 입장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

았다. 켈젠은 이러한 가치상대주의가 전혀 아무런 가치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도덕체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여기서 각 개

인은 인간이 떠맡을 수 있는 가장 성실한 도덕적 책임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

른지에 관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하였다.43) 켈젠의 이러한 언급은 켈젠이 실정

법의 효력근거로서 근본규범을 상정하고 그 외 도덕적 규범체계에 의해 실정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본 것 못지않게 각 개인의 내면에서 최고의 양심적 심

사를 통해 그 실정법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내릴 것이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이자 

권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켈젠은 이러한 토대 

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설파하였다. 켈젠은 민주주의의 이상에는 자신의 의지로

써 스스로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외적인 전제적인 의지에 굴종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열망이 있고, 민주사회에서 자율적 도덕성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거이며, 

로는 부정의를 판정하고 배제하는 먹줄의 역할을 하고 그 규율하는 사회관계의 특수

화에 따라 그 공식의 내용도 규율임무에 일치하여 특수화되고 끝내는 어느 정도 내용

있는 기준이 됨으로써 인간관계의 정의로운 질서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사상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상게논문, 101-103면.
42) 심헌섭, supra note 38, 85면.
43) Hans Kelsen, supra note 35, p.21. 상대주의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도 상대주의로 일

관한다면 이는 스스로 모순이 되고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관용적으로 수용할 수밖

에 없어 자기부정에 이르게 되므로 켈젠의 가치상대주의는 간단히 말해 모순이고 자기

파괴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나종석, “정의와 법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켈젠의 법실

증주의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제27호(동서철학회, 2003), 163면 참조], 

이는 켈젠의 가치상대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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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정법은 자기입법에 의한 자기규율로서 존재하는 것이다.44) 나아가 가치

상대주의는 민주주의의 중핵이 되는 자유 및 관용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45)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이기 때문에 만인은 

각자의 정치적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용, 소수의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의 특징이며, 이런 것이 절대가치를 신념하는 

기조에 성립된 정치적 조직에서는 설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켈젠은 

민주주의와 그 본질적인 요구로서의 관용이 가치상대주의에 결부된다고 보았다.46) 

가치상대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켈젠은 우익으

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난, 즉 ‘다수결의 원리는 실질적으로 정당한 공동체

의 의사형성을 보장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다수결은 의사형성의 원리일 뿐 

그 내용을 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질서의 선(善)을 보증하지 못

하므로 따라서 최선의 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가치상대주의로 대응하였다. 켈젠은 무엇이 사회적으로 정당한가, 무엇이 선이며 

최선인가에 대한 답변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하다면 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것인데, 사회질서의 최선의 내용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문제로 고민해 왔으나 수천 년 전부터 헛수고라 

하였다. 켈젠은 인간 인식에 상대적 가치만이 포착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는 그 실현에 필요한 강제를 적어도 다수의 동의를 얻음으로써만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 하였다.47) 켈젠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정치적 신

44) Hans Kelsen, The Essence and Value of Democrac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3), pp.27-28 참조.
45) Hans Kelsen, supra note 35, pp.22-24. 켈젠의 가치상대주의 및 순수법학에 대해 절차

적 정당성에 의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로는 변종필, “한스 켈젠의 정의관”, 

인문사회과학논총, 제6집 제1호(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9) 참조. 
46) Hans Kelsen, supra note 35, p.22(각주 20 및 Note pp.376-378). 켈젠은 가치영역을 개

인주의적인 인격윤리의 차원에서 고찰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문제로서 접근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가치상대주의에는 “종래 통치의 객체로만 여겨졌던 사람들이 자기의식

으로 지향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을 성숙시키면서 의욕하여 행위하는 주체가 되어 자기 

책임으로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주장하고, 그 확신을 법의 목적으로까지 높이려고 

하며, 만인의 통제 하에서 만인과 함께 그 목적의 실현화의 과정을 담당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의 상호설득과 동의 또는 타협을 통하여 도

달할 수 있는 결론 외에 객관적 정의가 존재한다고 하는 상정은, 이 상호설득과 동의

의 장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동희, “사회

기술로서의 법과 형식적 법치국가 － H. Kelsen의 이론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76-77면. 



 다시 한 번, 정의란 무엇인가? / 河在洪  25

념에 대해서도 그것이 기성의 질서 내에서 평온하게 발표되는 한에는 자유롭게 표

현되도록 허용하는 관용의 원칙이 여기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켈젠은 민주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관용을 강조하였지만, 민주주의는 스스로 포기

하게 되어서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므로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시도에 

대해서 제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용의 원칙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48)

그러나 법과 제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가치상대주의와 이를 근거로 한 민주

주의라는 켈젠의 견해에는 한계가 있다. 가치문제는 단지 시민들 상호간에 상대방이 

인정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을 존중하라는 선에서 그치는 성격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가치상대주의는 시민사에 있어서 서로 각자의 취향에 맡겨도 될 

문제들에 있어 관용을 발휘하는 미덕은 보장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상대주의나 관용만으로는 어찌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는 경합하는 가치들이 조직되고 사회구성원들에 강제하는 시스템

이다. 도덕이나 정의의 문제와 무관한 것들(예를 들면 개인적인 취향이나 느낌, 

감정 등)에 관한 관용을 ‘약한 의미의 관용’이라 하고, 도덕이나 정의의 문제에 관

한 관용을 강한 의미의 관용이라 한다. ‘강한 의미의 관용’을 정당화하려면 조금 

더 공을 들여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인 도덕관념이나 가치

47) 켈젠, 심헌섭 역, “민주주의의 옹호”, 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한국법철학회, 2010), 

212-214면. 
48) 켈젠은 1932년의 글에서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적에 대해 스스로를 가장 방어하지 못

하는 국가형태라 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켈젠, supra note 47, 215면 

참조. 그런데 1958년의 글에서는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았다. Hans Kelsen, supra note 35, pp.22-23. 

그러나 폭력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가 반민주주의를 원한다면 가치상대주의는 

자신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관용의 한계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 무차별적 관용

은 도덕적 사유과정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자신을 무방비상태에 빠뜨리게 되며,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왜 존중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관용의 역설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지적이 있다. 김남준, supra note 9, 155면. 

가치상대주의는 결국 히틀러나 나치도 비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생겨난다. 

김성태, “우리는 왜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하는가?”, 한림법학포럼, 제4권(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195-196면. 물론 바이마르 공화정 시기의 헌정실패와 관련하여 켈

젠의 주장에서 어떤 책임의 단서나 원인을 찾으려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다. 

켈젠의 법이론을 그의 정치사상과 결부지어서, 특히 바이마르 공화정 시기에 칼 슈미

트와의 대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켈젠 법이론이 반민주주의자들의 민주

주의 파괴 책동에 맞서는 데 유용한 법적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로 David Dyzenhaus, Legality and Legitimac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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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상대성에 무관심해지면 평화는 얻을 수 있으나

(‘반드시, 절대로 무엇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른 사람과 다툴 일도 

적을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이나 사회의 통합가능성의 면은 그만큼 취약해진다. 

사회나 정치공동체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소풍가기 위해 만든 단순한 사교단체가 

아니며, 사람마다 이견이 있는 문제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나의 강제력 있

는 규범을 통해 사회적인 가치판단과 평가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결사이다.49) 

반드시 무엇이어야 한다는 법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개인과 국가는 더 평화로운 관

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을 돌려 조금만 현실을 관찰해보면, 의술의 

발달로 인해 없어진 질병보다 새로 발견된 질병이 훨씬 더 많듯이 인지의 발달과 

과학 및 학문에 의한 합리성 증대로 인해 법률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또 복잡해지

고 있으며, 법률마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더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사실 법적인 문제로 제기될 때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법정에 

이르기 이전의 시민사에 그치는 문제영역에서 관용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사

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의 진상을 은폐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민주사회에

도 법이 필요하다면 그 법은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느 

법에서든 목적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보호되고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목적들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상충하거나 할 수는 

있어도 게임의 규칙처럼 중립적이기만 한 법만으로 존립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 

켈젠은 법과 도덕을 준별하고, 도덕적 규범체계에 의한 법의 정당화를 거부함으로

써 법과 정의의 관계를 단절시켰는데, 켈젠이 인정하는 유일한 정의란 일반적 규

칙으로서의 실정법을 그 법이 적용될 사안에 예외 없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50) 그러나 법의 일반성이나 법의 일관된 적용은 사실 법 자체

49) 켈젠은 공동체의 개념정의에 있어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이해관계

가 공통된다 해서 공동체라 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질

서가 공통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법질서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이며, 국가를 공동체라 한다면 그것은 법공동체라 하였다. Hans Kelsen, supra note 18, 

pp.292-293. 국가-법 동일성에 대해서는 홍영기, “국가와 법규범의 동일화”, 법학연구, 

제5권 제1호(카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참조.
50) 켈젠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의란 비이성적인 관념(irrational ideal)에 불과하며 인간의 

인식에 정의란 파악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인식에는 경험적 관찰로서 단지 이해

관계들의 충돌과 그것이 실제 법질서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으로서 무엇

이 법으로 통용되고 있는지가 파악될 수 있을 뿐인데,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분쟁에 

대한 법적용의 결과를 두고 이것이 법이다 또는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정의다 

또는 부정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경험적 관찰로서 어느 한 이익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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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이

것이 규범으로서의 법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면 

법은 바로 이런 점만으로도 곧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가 된다.51) 

또한 법의 일반성이나 법 적용의 일관성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그런 미덕만이 법의 

전부는 아니다. 가치는 법률상 분쟁의 모습으로 문제되는 법규정에 있어서 해석을 

통해 그 가치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과제, 나아가 가치충돌의 경우

에 가치 상호간의 영역과 효력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법률가들이 

다루는 법적 사무들의 중심에 이러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법은 

그러한 과정 끝에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가 누구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

도나 강제되어야 하는가 하는지를 법률가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다. 가치상대주

의는 고립된 시민들을 길러낼 수는 있어도 법률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법률가들에

게는 실제적인 지침을 주지 못한다.

다. 법률가들의 법률사무 처리와 정의의 문제

개별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평가가 문제될 

경우에 가치상대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먼저 법정에서 법관은 가치판단과 평

생시키는 것보다 양 이해를 절충시킴으로써 가능한 충돌을 최소화하는 법질서만이 상

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그런 질서만이 상대적으로 항구적인 기초 위에 사회적 평화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평화 속에서 정의의 개념은 원

래의 의미와 달리 법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라는 의미로 변하게 되고, 이것은 법의 

내용이 아니라 적용면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느 법체계에서

든 법의 일관된 적용이 있는 곳에서는 정의가 확보될 수 있다 하였다. Hans Kelsen,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1945) (Lawbook Exchange, 2007), pp.13-14. 
51) Hart도 가장 단순한 정의의 형식은 법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있으며, 법의 일반적 적용이 정의의 최소한의 형태라 하였다. Hart는 “극악한 법

조차도 정의롭게 적용될 수는 있는데 법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관념 속에 정의의 최소

한의 맹아가 있다”고 하였다. H.L.A. Hart, supra note 33, p.206. ‘같은 것은 같게’는 

통상 정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정의와 무관하고 단지 합리성을 의미할 뿐이며, 

Hart의 생각이 그의 법실증주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로 Leslie Green, “Germ 

of Justice”, Oxford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60 (2010) 참조. ‘각자에게 같은 것’

을 의미하는 평등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의미하는 정의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하부개념이라는 점은 심헌섭, supra note 41, 91-92면 참조. 그러나 정의를 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주장하는 견해로 Anthony D’Amoto, “On the Connection Between 

Law and Justice”,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Scholarly Commons (2011) 참조. 

또한 법의 일반성이나 명료성, 소급효 금지 등은 법의 내적 도덕성(internal morality)을 

이룬다는 것이 Fuller의 입장이다. Lon Fuller, supra note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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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거부할 수 없다. 여기서 법관은 어떻게 작업하여야 올바른 법적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이 그 판단을 정당화할 것인가? 켈젠은 ‘인지(人智)의 역사가 

가르쳐 준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절대적으로 유효하고 옳은 행동의 

규범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무용하다는 사실, 과거의 지적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상대적인 가치밖에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 합리적 인식

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제 이익과 이익의 충돌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 이

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이익 중 한 이익을 포기하거나 두 이익의 타협을 

도모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만일 사회의 평화가 최고의 가치라 한다면 타협의 

해법이 옳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지만 평화라는 그 옳음(정의)도 다만 상대적인 것

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52) 여기서 법정에서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 가치

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또는 가치충돌의 사안을 다루어야 하는 법관으

로서는 어떤 해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애초에 법실증주의는 법의 본성에 관한 이론이지 법적 추론에 관한 이론은 아니

라는 지적도 있지만,53) 켈젠은 재판사무는 입법에 의해 규범구체화를 위임받은 법

관에 의한 법창조라 한다면 순수법학은 법규정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가능성

을 소개할 뿐(순수법학은 법해석에 있어 하나의 올바른 법해석이 있다는 개념법학

적 사고를 거부한다)이라 하여 순수법학과 재판사무의 경계를 분명히 지적하였다. 

켈젠은 법의 해석에 관한 개념법학의 전통적인 관념(해석을 통해 유일하게 옳은 

해석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존재하는 법을 인식하는 것이다)을 거부하고, 법

집행기관이든 개인이든 법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확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나 어느 경우든 법의 불확정성을 피할 수 없으며 대등한 동가치의 해석결과들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법집행기관은 인지적 작용뿐 아니라 법정책적 결

정을 통해 하나의 법을 해석을 통해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순수법학으로서는 

그런 법정책의 고려를 담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다양한 법해석들에서 어느 하나를 

유일하게 정당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54) 이로써 순수법학은 도덕관념

이나 정의,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사회의 유익함 등과 같은 법정책적 사항을 어떻

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해 답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실제 법정에

52) Hans Kelsen, supra note 35, pp.41-42.
53) Torben Spaak, 권경휘 역, “법실증주의, 법의 규범성 그리고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면, 4면. 
54) Hans Kelsen, supra note 12, p.356.



 다시 한 번, 정의란 무엇인가? / 河在洪  29

서 재판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법관으로서 직면하는 이러한 중대한 과제에 관해 순

수법학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서 순수법학이 가지는 가치상대주

의가 실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55) 

켈젠은 법관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법해석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법관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 하였다. 그러나 법관은 정당성을 입증할 길이 없는 해석결과들 중

에서 하나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 

가치평가를 통해 정당한 결론에 스스로 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그것을 표명

해야 하는 것이 법관에 기대되는 바가 아닌가? 엥기쉬는 ‘무엇인가를 주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긴다’는 것은 그저 고통스러운 부담만은 아니며, 사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양심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여 개별 사례에서 정당한 것, 합목적적인 것, 적절한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도록 선발된 인간이라고 하였다.56) 엥기쉬는 법관은 개별 사안에서 바로 그 

정의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 및 사법과 같이 법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되는 영역에 

있어 정의의 문제는 바로 문제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다. 가치상대주의가 이를 

도외시한다면 실제의 재판사무의 처리에 아무런 준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안이한 주장이 되고 만다. 

끝으로 법관은 법의 노예가 되어 입법자가 정한 법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

는 것도 아니다. 물론 켈젠은 순수법학은 법의 내용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지

55) 윤재왕, “한스 켈젠의 법해석이론”, 고려법학, 제74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모든 해석방법들은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갖고, 따라서 개별 해

석방법들 사이에 어떤 구속력을 갖는 우선순위나 위계질서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해석방법론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켈젠은 사실상 해석방법

론의 무용성을 주장하게 되었다.”(541면), “켈젠의 해석이론은 때로는 ‘허무주의’ 또는 

‘불가지주의’라는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553면), “법학적 해석이론은 사실상 법

실무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적어도 법실무에 관한 

한, 법학은 무장해제를 당한 셈이고, 사실상 법학은 얼마든지 포기해도 무방한 분과로 

축소된다. 진정해석에 관한 켈젠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 그 이데올로기비판

적 의도와 관계없이 － 구체적인 사례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알고 싶으면 결국 법관에

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 법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다.”(558면) 결국 

켈젠의 순수이론에 구체적 해석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석이론은 사실상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 인식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천의 

영역에 더 큰 자유와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상게논문, 560면.
56) 칼 엥기쉬, 안법영⋅윤재왕 역, 법학방법론(세창출판사, 2011), 223-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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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법적용기관에 의한 법해석을 통한 규범구체화는 일종의 정치적인 과정이며, 

재판을 통해 법을 창조하는 법관에게는 신중한 재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57) 그러

나 법관이 정의의 문제에 있어 가치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법적용이 단순히 가능한 여러 법해석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의지작용에 불과

하고 그 내용적인 타당성을 검토할 여지가 없다면, 법관은 여전히 실정법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켈젠은 법실증주의가 가치평가의 문제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목적-수단’ 관계에서 어떤 실정법이 입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대한 가치판단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행위가 옳고 좋은가 하는 정의의 

문제 등은 성격상 주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증될 수 없는 것으로 과학적 법학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하였다.58) 법실증주의는 기성의 법질서나 실정법을 정당화하

려는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정법을 도구화하고 법률의 내용이나 

입법목적 자체의 당부를 따지지 않은 채 법률가를 일종의 법기술자쯤으로 취급하

며 정의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성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환상 정도로 이해하

는 시각에 대해서는 (물론 견해가 나뉘겠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해 라드부르흐의 견해와 전후의 입장변화가 언급되지만, 라드부르흐

와 달리 켈젠의 법이론에서는 실정법의 내용적인 정당성을 검토할 여지가 전혀 없

다.59) 미국의 법철학자 드워킨은 소송에서 법관이 해결해야 하는 쟁점은 크게 사

57) 켈젠의 법이론이 ‘법은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법은 안정될 수 없다’는 고전

적인 사법의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법의 안정은 행정 및 사법당국에 법적 판단을 이끌 

근거가 되는 법과 원칙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한되고 통제된 권한을 가진다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행정 및 

사법당국에 의한 법적용 내지 법형성은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아니라 규범에 비추어 

그러한 판단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평가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물론 목적-

수단관계에서의 적절성 평가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 법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균형 있고 합리적인 근거마련이 가능하므로 켈젠의 법이론은 궁극적으로 

법과 있어야 할 법 사이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공헌을 한 것이라 한다. Edwin W. 

Patterson, “Hans Kelsen and His Pure Theory of Law”, California Law Review, Vol. 40, 

Issue 1 (1952), p.9. 
58) Hans Kelsen, A New Science of Politics: Hans Kelsen’s reply to Eric Voegelin’s “New 

science of politics”;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ideology (Ontos, 2004), pp.19-21. 

법실증주의 내에서 허용되는 가치판단과 정의의 문제를 포함한 도덕적 정치적 가치판

단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켈젠의 설명은 Hans Kelsen, supra note 50, pp.47-49에서도 

볼 수 있다. 
59) 실정법의 내용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라드부르흐는 법관이 자신의 법감정에 좌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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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관한 것(issues of fact), 법에 관한 것(issues of law), 그리고 정치적 도덕성과 

충성이라는 동전의 양면같은 쟁점(twinned issues of political morality and fidelity) 

등 세 가지라 하였는데, 이 마지막 쟁점은, 가령 법이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정한가를 문제삼는 것이며, 만약 불공정하다면 판사는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배상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드워킨은 (적어도 미국 법정에 관한 한) 이 세 번째 쟁점이 재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경우라 해서 특별히 어려울 점은 없다고 하였다.60) 이것은 법관의 과제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성찰해 보고 

서는 안 되며, 단지 무엇이 법인지 물을 일이지 결코 그것이 정당한가는 묻지 않는 

것이 그의 직업적 의무라 하였다. 그리하여 내용적으로 아무리 부정의한 법이 만들어

진다 하여도 그 법도 이미 그 존재에 의해 하나의 목적, 즉 법적 안정성의 목적을 항상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재판관은 정의의 봉사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법적 안정성의 봉사자인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자기 확신에 반하여 설교하는 목사는 

경멸을 받아도 법규에 충실하기 위해 자기의 반대되는 법감정에 의해 미혹되지 않는 

재판관은 존경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 라드부르흐는 부정의한 혹은 비합법적인 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양심의 구속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립하는 경우에 

법은 그 실력을 확정할 수 있을 뿐 그 효력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구스타브 

라드부르흐, 최종고 역, 법철학(1932)(삼영사, 2002), 126-127면. 결국 법관은 주어진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직업상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부정의하다 하더라

도 법의 실력으로서 효력을 관철할 수 있고 그 정당성을 입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관을 실정법의 노예로 만들면서 동시에 법관의 법적용에 면

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나치 이후 라드부르흐는 ‘참을 수 없는 부정의’라는 라드

부르흐 공식을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은 종래의 기본입장을 근본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며, 적용상 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재판사무에서는 나치악법과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규의 해석에 가치평가 내지 판단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공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한계가 있다. 현대의 헌법재판제도는 라드부르흐 공식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는 지적

이 있다. 즉 법률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법관이 직접 라드부르흐 공식을 적용해 법률

의 문언에 반하는 법해석을 하거나 사법적극주의로 나가는 것보다는 제3의 기관(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사를 맡기고 법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나은 

제도이며, 또 가치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에서 비록 헌법규정이 일의적이고 명

확한 심사기준은 될 수 없다 해도 헌법규정은 라드부르흐 공식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고봉진, “헌법재판과 법철학”, 법과 정책, 제19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13-15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기능을 인

정한다 해서 일반 사법에 내재된 가치판단이나 평가의 문제가 모두 제거 또는 해소되

지는 않는다. 고봉진, 상게논문도 사법소극주의와 적극주의의 갈등은 여전히 남는다고 

보았다. 켈젠은 일반법원의 사법기능도 가치평가나 판단을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정치

적인 것이라 보았다. 
60) Ronald Dworkin, Law’s Empire (Belknap Press, 198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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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켈젠은 사법의 역할에 관해 규범

구체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신중한 분별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한 헌법과 민주

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61), 정치적 분별

력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실정법을 전제로 사실을 확정하여 타당한 법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사법작용에 있어 정치적인 고려가 어느 정도나 허용될 수 있는지는 

법관 사이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여지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는 사법이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켈젠의 견해 속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단서가 열려 있는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라. 입법의 영역과 가치상대주의

입법의 영역에서는 어떤가? 입법자는 상호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면서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들을 모두 관대하게 수용하여 하나의 법률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입법

과정은 가치에 대한 시각차이나 의원들 간의 가치관의 충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

는 세계이다.62) 그런 곳에서 탄생한 법률들은 제각각 가치의 면을 해당 법률의 목

61) 켈젠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독일의 민사, 형사 그

리고 행정재판소와 같은) 일반의 법원도 구체적 사건에 있어 법해석을 통해 실질적 심

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수호자라 할 만하다고 하였다. 한스 켈젠, 김효전 역, 

“누가 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하는가?”, 동아법학, 제11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304-305면. 또 입법만이 정치적이며 진정한 사법은 정치적이 아니라는 견해는 입법만

이 생산적 법창설이고 재판권은 단순한 재생산적 법적용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마찬가

지로 잘못이며, 입법이나 사법이나 모두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차이는 단지 양적

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상게논문, 306-307면; Hans Kelsen, supra note 12, p.353. 

따라서 민주정치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세력들의 정치적인 차이를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를 통해 타협하고 절충하는 과정이라 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기

관은 그러한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수호기관으로 이해

된다. Lars Vinx,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14-15 참조.
62) 켈젠과 마찬가지로 가치상대주의의 입장에서 법철학을 전개한 라드부르흐는 “입법자

의 결단은 진리의 행위가 아니라, 권위의 행위이기에 단지 특정한 견해에 대하여 구

속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 결코 완전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서로 

투쟁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을 종식시키는 것이지 결코 서로 대립

하는 의견들 사이의 투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입법권은 서로 다른 

법적 확신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념적 투쟁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상대주의는 국가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법복종자들의 

특정한 자유, 즉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이 점에서 

상대주의는 자유주의로 귀착한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의 무대 위에서 각각의 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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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담아 법의 생명처럼 보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치의 측면에서 상호간에 모

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률도 허다하다.63) 켈젠은 먼저 순수법학은 존재하는 실정

법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지 법의 기원에 관한 문제, 특히 특정한 

내용의 법질서가 생성되는 원인에 대한 탐구는 순수법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평등하게 관철하는 데에 경제적 불평등이 장애로 작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대주

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 귀착된다. … 자유주의는 모든 법적 확신들에 대해 동일

한 관철가능성을 전제하고, 개개의 확신이 갖고 있는 설득력, 즉 각 이념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힘에 따른 차이를 인정할 뿐이지만, 현실세계에서 모든 확신이 갖고 

있는 기회의 평등은 수없이 많은 불평등에 봉착한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이념들이 

경쟁하는 무대에서는 오로지 자본이나 대중성과 같이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는 이념들

만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그래서도 그와 같은 비합리적 권력을 배

제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에만 비로소 이념의 진정한 힘, 즉 이념의 이데올로

기적 힘이 진정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반합리적인 권력을 말살하여 

이념의 이데올로기적 힘을 해방시켜 필연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도약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이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한다. 윤재왕, “법철학과 사회법－라드부르흐의 

사회적 법사상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37호(고려대학교 안암법학회, 2012), 353-354면. 

라드부르흐의 가치상대주의가 비판적 합리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로 연결된다는 점은 

한스-페터 슈나이더, “현대 법철학에 미친 라드부르흐의 영향”, 박은정 편역, 라드부르흐의 

법철학－법과 불법의 철학  경계(문학과 지성사, 1989), 149면 참조.
63) 가령 형법상 살인죄는 절대적 생명보호의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에 ｢모자보건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따로따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한 법이 다른 법에 대해, 그리고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서로 조화롭게 존재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여기서 각 법률을 모두 법의 세계에 수용하여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 법의 영역과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겨

난다. 이때 법의 세계는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켈젠도 

이를 인식하여 법의 영역에는 서로 모순되는 법률들이 존재하므로 모순율이나 연역적 

추론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켈젠의 제정실증주의적 규범관에 의하면, 

규범문 간에는 논리적 관계, 특히 논리적 모순관계와 규범적 구성부분을 가진 논리적 

연산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세혁, “켈젠 법이론의 시기구분 － 연속성 테제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4권 제1호(한국법철학회, 2001), 82면. 법체계 내에서의 규범

충돌과 관련한 켈젠의 입장 내지 해법에 대해서는 권경휘, “순수법학에서 법과학의 

개념”, 법학논총, 제29집 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3-16면 참조.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실증주의 법학이 배제하고자 하는 불순한 것들, 즉 

‘정치⋅경제⋅사회⋅역사 및 민족적 법감정’ 등 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도저

히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든다. 헌법교육과 관련해서 

유사한 지적이 있다. 헌법 해석은 헌법을 만들어낸 시대와 무관하지 않은데, 있는 

그대로의 문언에 기초한 규범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은 문언 외적 사정들을 

절대 도외시할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법실증주의적인 헌법교육이 가지는 한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다현, “헌법의 양면성에 따른 헌법교육의 본질 － 독일의 

헌법관 논의를 토대로 －”,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한국법교육학회, 2008),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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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순수법학은 존재하는 실정법 질서의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지 유일하게 정당한 법학방법론임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실정법의 

생성과 관련한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순수법학은 물론 법사회학이나 법제사와 같은 학문과 함께 하지 않는 한 법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64) 켈젠은 실정법 체계가 다양한, 그리고 

상대적인 정의규범들로 점철되어 있음을 인정한다.65) 그러나 켈젠의 관찰에 의하

면 이러한 법률들은 ‘절대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인간들의 상충하는 이해

관계들만이 존재하며, 충돌하는 그 이익들 중에 어느 하나를 희생하든지 아니면 

절충을 도모하든지 하는 선택의 결과이며, 여기서도 사회의 평화가 최고의 가치는 

아니기에 타협적 해결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그런 과정의 산물이

다. 켈젠의 민주주의는 크게 가치상대주의와 관용을 기반으로 다수결원리, 비례대

표, 위헌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66) 여기서 가치상대주의에서 시작해서 다수결

로 결말짓게 되는, 두 원칙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영역, 즉 정치세계의 본성을 구

성하는 영역이자 무엇이 옳은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그 공

간에 켈젠의 순수법학이나 가치상대주의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점

이 드러난다. 켈젠이 민주주의와 가치상대주의,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강조하지만, 

가치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만 하다면 서로 다른 당파들 상호간에 합리적인 논

의나 합의가 가능한 지점과 근거, 그리고 그러한 합의를 향하여 논의가 이루어지

도록 촉진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켈젠은 실증주의적 법이

론은 정치적인 면에서 개혁적인 기능도 보수적인 기능도 요청하지 않으며,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치

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실증주의적 법이론은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은 채 그 대상을 기술할 수 있으며, 진리에 대한 관심 외에 다른 어떠한 관

심에도 이바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을 만들고 보존하려는 권위나 또는 파괴

하고 대체하려는 세력이 이런 학문에 대해 어떤 유익성이 있는지, 쓸모가 있는

지 묻겠지만, 법의 과학은 이 어느 것에도 마음 쓸 수 없다는 것이다.67) 여기에 입

64) Hans Kelsen, supra note 18, pp.293-294.
65) 켈젠, supra note 32, 250면. 
66) 켈젠의 정치적 경력 및 정치관, 독일에서 법실증주의 사조의 등장과 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쇠퇴경향, 가치상대주의 입장에서 다수결과 정당정치 등 정치세계의 동학에 

대해서는 Sandrine Baume, Hans Kelsen and the Case for Democracy (ECPR Press, 

2012), p.3, pp.11-12, pp.1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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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을 이익들의 충돌로 이해하면서 평화적인 토론과 타협 외에 이익충돌을 해

결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가치상대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라드부르흐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가치상대주의의 방법을 설명하였다. 두 

인물은 가치상대주의라는 점에 있어서 기본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과정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68) 켈젠의 사상도 다음 진술과 크게 차

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당위명제는 다른 당위명제에 의하여서만 

성립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마지막 당위명제는 입증

될 수 없으며 공리와 같이 인식할 수 없고 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당위명제에 관한 서로 대립하는 주장, 즉 서로 대립하는 가치관 

및 세계관이 각각 싸우며 대치되어 있을 때, 더 이상 그것들을 과학적 일의성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적 가치 고찰은 참으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

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69) 라드부르흐는 나아가 개개인들이 가치관을 나름대로 선택하여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개개인들의 공동생활의 질서는 

67) 켈젠, supra note 32, 254-255면. 물론 우리 법학계가 켈젠이 강조하는 가치중립성의 

시각을 엄격하게 고수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헌법학의 영역

을 보면, 해방후 초기에는 법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천부인권’과 같은 자연법 요소를 

법적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 외면하는 견해가 있었으나(유진오, 박일경), 자연

법 사상이 목소리를 얻어갔고(김철수), 여기에 가치규범 및 가치질서로서의 헌법관이 

유입되어 다양한 가치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조직된 헌법이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작용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명재진, “허영선생님이 한국헌법학에 미친 

영향”, 법학연구, 제24집 제3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참조.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 규범학(I)”, 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는 “가치에 관한 의견불일치가 인간사회의 본질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정치사회의 핵심적 요소인 정의와 정치가 요청되

는 것이라 하고, 행정소송에서 전통적으로 권리 공익의 구조를 다루어왔다면 공익의 

문제는 행정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이 된다고 한다. 

그동안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온 공익문제가 사법적 쟁송이 대상이 될 수 있

는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에서 보듯, 

가치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이 법학이 정면에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68) 라드부르흐의 경우에는 켈젠에 비해 가치상대주의를 논쟁적으로 옹호하지 않았고 문

화철학적인 방향으로도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켈젠은 법적 사고를 정치나 

종교 혹은 경험학문으로부터의 모든 외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고 평가된다. 

에릭 힐겐도르프, 김영환 역, “라드부르흐－ 법률가 그리고 문화철학자”, 법철학연구, 

제7권 제1호(한국법철학회, 2004), 357면.
69) 라드부르흐, supra note 59, 39-40면.



36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3호 (2016. 9.)

확보되지 않으며, 공동생활에서 지켜져야 할 법은 초개인적인 지위에서 일의적

으로 규제되어야 하는데, 상대주의에 의하면 이성과 과학은 이 문제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와 실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필요

에서 누군가 무엇이 법이라고 확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 법인가를 

확정하는 것이지 무엇이 바른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70) 그러나 가치

상대주의는 민주사회의 덕목으로 민주주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지만, 의지와 실력

의 산물인 법이 아니라 변증적 대화의 산물이자 집합적 지성의 결과물로서의 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요청되며, 특히 전체주의의 폐해를 목격한 바 있는 현대에는 

극단적 가치상대주의의 요소가 배제되지 않는 한에는 가치상대주의가 반드시 

민주주의와 결부되어야 한다거나 민주주의는 필연코 가치상대주의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71) 

마. 소결 

결국 가치중립적으로 법에 관한 학문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관에게도, 

입법가에게도, 그리고 법의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그의 변호인(대리인)에게도 

무용하다. 그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공통으로 사회적 삶의 양식에 관해 

논의해야 하는 그 지점에서 켈젠의 순수법학은 그런 문제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 

순수법학은 사회에 존재하는 법들의 기본적인 속성, 즉 법은 정의의 문제와 필연

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그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유형의 인식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다루지 않으려 하며, 또 앞서 본 것처럼 법정에서 정의의 문제

를 다루어야 하는 법관을 비롯하여 법률가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

이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에 관해 일의적인 해답을 얻어내는 데 인류의 노력이 실

70) 라드부르흐, supra note 59, 123면. 벨첼은 이를 두고 가치상대주의가 필연적으로 법을 

힘에 넘겨주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한스 벨첼, 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  정의(삼영사, 

2001), 266-267면. 라드부르흐가 말하는 ‘마지막 당위명제’는 켈젠의 ‘근본규범’을 떠

올리게 한다.
71) 이동희, “실질적 정의원리의 정당화”, 법철학연구, 제10권 제2호(한국법철학회, 2007), 

308면. 가치상대주의의 입장에서 궁극적 가치들이 다원적으로 병존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여도 그들 가치들이 실제상의 필요에 의해 상호간에 동가치적으로 ‘취급’될 수는 

있을지언정 서로 동가치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점, 따라서 그러한 사실

인식에서부터 가치상대주의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귀결은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

적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에는 가령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는 인식도 다른 시각들

과 동등한 위치에서 취급될 수 있다는 인식도 용인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한다. 

이동희, 상게논문, 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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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허위의 문제로서 버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도 정의에 관한 어떤 입장과 가치평가를 담은 법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결코 

정의 문제에 대한 종국적인 대답이 될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기에 정의의 

문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더 한층의 주의와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다.72) 

Ⅳ. 켈젠의 플라톤 해석은 정당한가?

켈젠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 인류 지성사가 전개해 온 오랜 철

학적 탐구의 여정(旅程)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연구결과이다. 켈젠은 인류가 전개

해 온 그 여정을 그 성과의 측점에서 ‘2천년 동안 헛수고’였다고 평가하면서 이 문

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나 연구는 불필요한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73) 여기서 법

학은 이제껏 법학을 풍요로운 것으로 만들어온 인접 학문들과 정면으로 결별을 선

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법률가들은 ‘20세기의 법

학자’라 칭송받는 켈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켈젠이 선언한 그 결론을 그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켈젠이 도달한 그 귀결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자신의 탐구

와 연구를 통해 스스로 검증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하는 선택기로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켈젠에 의해 무용하다고 판정된 그 정의의 문제를 오늘날 되

72) 심헌섭, supra note 33, 75-77면에서는 법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같은 대상인 

법에 대한 상정(想定)도 달라지고 또 법의 정당성에 관해서도 상이한 요구를 하게 된

다고 한다. 크게 참여자의 관점, 입법자의 관점, 관찰자의 관점으로 구분하면, 켈젠은 

관찰자의 관점에 있으므로 참여자의 입장에 있어야 할 검찰이 5⋅18 불기소처분의 

근거를 켈젠으로부터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법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지위를 가지기 위해 준비하는 오늘의 법학도가 

켈젠에 대해,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법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인

지 분명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켈젠 연구가들 사이에 켈젠

의 법이론에는 몇 단계에 걸친 시기변화가 있다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근본적인 입

장 변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오세혁, supra note 63; 오세혁, “켈젠 

법이론의 발전과정”, 앙법학, 제7집 제4호(중앙법학회, 2005); 오세혁, “켈젠의 법이론 

및 규범이론”,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법문사, 2011) 참조. 그러나 가치상대주의에 관한 한, 

의미 있는 입장변화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73) 켈젠은 절대적 정의는 비이성적인 이상, 인류의 영원한 환상이라 하고(“Absolute 

justice is an irrational ideal or, what amounts to the same, an illusion － one of the 

eternal illusion of mankind.”) 이성적 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직 인간들 사이의 이

익충돌만 존재하는 것이라 하였다. Hans Kelsen, supra note 35,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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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려 하는 것은 번잡한 재판사무에 지친 법률가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드부르흐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실정법률의 정의에 대한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른 법률적 불법과 단지 부정당하지만 효력이 있는 

법률 사이의 예리한 경계를 긋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정의가 한 번도 추

구되지 않은 법률은 단지 부정의한 법이 아니라 법적 성격도 결여한 것”이라 하

였다.74) 마찬가지로 어떤 법이든 정의가 어떤 식으로든 추구되어 정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 법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관이나 법률가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사건에 고유한 문제로서 정의의 문제를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법적 결론

에 도달한다는 것도 ‘단지 부정의한 판결이 아니라 사법적 형식도 결여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듯 정의의 문제는 법적 사안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질문인데, 법의 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잊은 것이 혹 우리 법률가들의 자화상이라면, 그것은 너무도 슬프고 두려

운 일일 것이다. 

켈젠의 정의론 비판은 플라톤을 비롯한 많은 서구 사상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어서 한 번에 모두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다만 서구 사상사에서 정의론의 대표

로 플라톤을 들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부족하지만 가치상대주의와 관련한 켈젠의 

플라톤 해석 내지 평가를 소개하고, 이어 서구 사회에서 정의의 문제를 전통적으

로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플라톤까지 간략히 소개한 다음, 켈젠의 평가가 정당

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켈젠의 플라톤 비판

켈젠의 플라톤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매우 단정적이다. 켈젠에 의하면, 플라톤

은 정의에 관한 학설 중 형이상학적 유형의 정의론의 대표적인 인물로, 플라톤 

철학 전체의 중심문제는 정의였으며, 그 해결을 위해 제시된 것이 이데아론이다. 

또 플라톤은 대화편을 통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좋

음이란 무엇인지, 선이란 무엇인지와 일치하는 질문이며, 몇 번이나 이성적으로 답

하려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어떤 답변에 이르게 되었

어도 보다 넓은 음미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은 변증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자신은 대화편 속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74) 라드부르흐, supra note 59, 287-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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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또 이 방법의 성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켈젠은 정의란 무엇

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플라톤은 답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의 최종적인 결론

이라 단정짓는다.75) 켈젠은 플라톤의 정의관에 관한 독립된 장에서 그의 사상을 

더욱 요약하여 설명하는데, 플라톤은 정치가의 꿈을 가진 야심가였고, 그가 운영한 

아카데미는 반민주적이고 귀족적인 경향에 의해 반동적 운동의 거점이 되었으며, 

플라톤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신화(神話)를 사용하는 등 과학자가 아니었

다는 것, 자신의 작품에 관해서도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담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점에서 자기 의견을 책임 있게 진술하는 학자가 아니었고, 특히 

허위와 관련해서 국가의 통치에 유익하다면 통치자가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라 하였으며, 정부가 백성의 생각을 통제한다든지 학문과 시, 

종교 등 이념 창조 활동을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독재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며, 국가의 조직이나 구조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

이거나 실질적인 제안은 없으며,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계급의 생활에 관해서

는 어떠한 규범도 없이 일체를 정부의 개별적인 결정과 조치에 맡겨두고 있고, 

통치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제1의 중요성을 차지하는 변증술은 기도(祈禱)

와 유사한 정치적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켈젠은 플라톤의 철학은 합리

주의적 상대주의에서 시작하였으나 형이상학적인 절대주의를 거쳐 종교적 신비

주의에 도달하였다고 결론짓는다.76) 

오늘날 플라톤에 대한 이런 극단적인 평가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무엇이 켈젠으로 하여금 이런 평가에 이르게 하였을까? 켈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체주의에 맞서야 했던 시대에 살았으며, 그런 시대의 

이념적 대결에서 생긴 강박의 어두운 그림자가 플라톤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켈젠의 플라톤 비판은 반전체주의 사조가 

강조되던 시절에 유행처럼 번졌던 흐름의 한 단면이다. 그런 맥락에서 플라톤을 

비판하는 데 열성적이었고 또 체계적이었던 인물은 칼 포퍼(1902-1994)이다. 그의 

작품[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The Spell of Plato, Volume 1 (George 

Routledge & sons, 1947)]이 가지는 정치적 지향점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맑스주의 및 전체주의 비판의 소재로 플라톤의 견해를 소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75) Hans Kelsen, supra note 14, pp.11-12. 
76) Hans Kelsen, “Platonic Justice”, What is Justice?: Justice, Law, and Politics in the 

Mirror of Science (1957) (Lawbook Exchange,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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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해석에 근거했다기보다 이념적 전쟁의 필요에 의해서인지 일방적이고 편협

한 해석, 때로는 악의적 왜곡의 결과라는 비판을 받는다. 플라톤에 대해서는 오늘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 또는 비난을 제기해 왔다. 포퍼나 켈젠의 비판은 

그런 다양한 반응 중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켈젠의 권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무어라 말했는지 직접 들어야 하고, 또 켈젠의 평가가 적절한지도 스스

로 조사해서 판단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77) 

서구에서 정의의 문제는 호머나 헤시오도스에 의해 제기된 이래 플라톤에서 

고전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이후 서구사회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자들이 각자 전개하는 사유에 비옥한 토양이자 기본적인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도 그 출발점을 이루는 내용들, 특히 플라톤의 사상

77) 포퍼의 플라톤 해석 내지 비판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G. C. 필드, 양문흠 역, “제10장 

오늘날의 플라톤”, 라톤의 철학(서광사, 1986); 조상태, “포퍼의 플라톤 정치철학 

비판에 대한 小考 － 플라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건국 학교 논문집, 제26집(건국

대학교, 1988) 참조.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은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포퍼의 주장

처럼 전체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플라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소개한 것으로는 손병석, 

“플라톤과 민주주의”, 범한철학, 제78집(범한철학회, 2015) 참조. 이와 상반되게 플라톤

이 반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포퍼의 평가는 오류인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

테스는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로 내러티브들 속에 묘사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성이 배격되는 이상도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호하고 다층

적인 의미층을 소크라테스 스스로 내보이는 것으로 플라톤은 이러한 다역(多役)과 

다성성(多聲性)을 통해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소크라테스를 그리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Arlene W. Saxonhous, “The Socratic Narrative: A Democratic Reading of Plato’s 

Dialogue”, Political Theory, Vol. 37(6) (2009) 참조. 포퍼가 강조한 ‘열린사회’는 특

정한 국가나 정체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위에 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

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비판적 사고에 능한 사람을 만들어내자는 취지라는 견해도 

있는데[József Zoltán Málik, “Thinking about Karl Popper and Open Society”, Journal of 

Legal Theory, Vol. 15(4) (2014)], 도덕적 주체로서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강조한 것은 포퍼나 켈젠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러한 인간존재에 

대한 이해는 실증주의나 과학적 발견의 원리로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플라톤

에게 빚진 부분이라는 것이다. Henry B. Veatch, “Plato, Popper and the open society: 

Reflections on who might have the last laugh”, Th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Vol. 3, No. 2 (1979) 참조. 삶의 지향이나 바람직한 인간상의 문제를 다룰 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열린사회’에 대한 지향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물으면, 켈젠이나 

포퍼는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문답을 통해 더 나은 답을 찾으려 애쓰는 도덕적 인간

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 대화편, 특히 �국가�에 대한 해석은 다

양하기 그지없으며, 어떤 해석이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

든지 다른 해석가능성도 열어두고 스스로 답을 찾는 편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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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가 시작된 기원으로서 편견 없이 정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정의의 문제 및 민주주의에 관한 서구적 사유의 특징에 대해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고전시대, 그리고 플라톤 이전까지 그리스를 중심

으로 정의의 문제와 민주주의에 관해 주목할 만한 사유를 보여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모두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헤시오

도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켈젠의 지적처럼 종국적으로 인류가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인류는 플라톤을 위시한 인물들로부터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지혜를 얻어왔다는 것, 이것

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의의 문제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의 문제에 관한 담론을 무용한 것이자 비합리주의나 환상을 쫓는 

것이라 단정하는 켈젠의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2. 정의 문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서구적 사유의 몇몇 특징들

가. 헤시오도스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계보� 및 �노동과 나날�78)이라는 두 작품에서 정의의 문

제를 다루었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우주의 탄생과 신들의 계보 등을 소개하지

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천상과 인간사를 주관하는 제우스신의 통치방침이 정의라

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신과 인간들이 메코네에서 갈라설 때 프로메테우스

가 제우스신 앞에 황소를 잘라 놓고는 고기와 뼈를 서로 반대로 보이도록 속였는

데 이것이 첫 번째 불의이고(짐짓 속은 제우스신이 흰 기름조각 덩이로 감춰진 뼈

를 고른 탓에 인간은 제단에서 신들에게 뼈를 태워 제사 지내고 고기는 자신의 몫

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제우스신은 이에 대한 응징으로 인류에게 일을 해야만 양

식을 얻을 수 있게 하였고 또 불을 감추어버렸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

78) 작품의 내용은, 헤시오도스에게는 페르세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페르세스는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음에도 다 탕진한 다음에 헤시오도스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헤시오도스는 페르세스에게 

정의롭게 살 것, 즉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수확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거짓소송에 뇌물

로 재판관을 매수하여 재산을 강탈하는 짓은 부정의한 일이라 꾸짖는다. 헤시오도스, 

김원익 역, 신통기(그리스 신들의 계보)(민음사, 2003)-a, 헤시오도스, 천병희 역, 신들의 

계보(숲,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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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불을 훔쳐 주었기에 다시 응징을 받아 여자(판도라)를 받게 된 것이다.79) �노동과 

나날�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신을 속인 것에 대한 벌로 인간은 일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게 하였다는 것, 거짓증언이나 뇌물로 재판의 공정함을 

해치는 것은 특히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되며, 불의한 한 사람 때문에 신의 분노로 

도시 전체가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신은 인간에게도 월등히 훌륭한 선물로 

정의의 문제를 주었는데 누구든 옳은 것을 옳은 줄 알고 말하면 신은 복을 주고, 

정의를 해코지하면 벌을 준다는 것, 노동의 고귀함(노동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땀 흘려 일한 뒤에야 세상의 모든 고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비로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80) 등이 언급되어 있다. 

헤시오도스의 설명에서 유의할 만한 것은, 한 도시가 재앙을 피하고 번성하려면 

정의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한 점이다. 헤시오도스의 작품에서

는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다든지 뇌물로 판결을 왜곡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의로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특히 페르세스가 제기한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널리 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특히 정의를 왜곡하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반대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의

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함으로써 도시가 재난을 피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는 특히 이들의 노고에 대해 칭찬하고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일의 가장 먼저 시작은 정의로운 사람을 칭찬하고 

불의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여 수

출하거나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이어서 그 공로를 쉽게 인정받지만, 

무형의 재화, 특히 법의 사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정의라는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도 눈에 보이지 않아 간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81)

79) 첫째 불의에 대한 응징은 �노동과 나날�에 설명되어 있다. 헤시오도스, supra note 

78-b, 70-71면. 
80) 헤시오도스, supra note 78-b, 102-103면, 111-113면, 114면, 115-116면. �신들의 계보�

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의로 말미암아 인류(남자)도 응징을 받아 여자로 인한 고통

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헤시오도스, 상게서, 70-73면. 
81)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정의론은 변덕스러운 신들에 의해 인간의 운명과 사회가 좌

우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메로스 이후 소크라테스 이전까지 이

오니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엠페

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등에 의한 철학활동이 전개되면서 이전과 다른 유형의 정의

론이 전개되는데, 이들의 정의론을 흔히 우주론적 정의론(Cosmic Justice)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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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헤시오도스는 정의의 문제가 그 사회의 지상과제이며, 불의한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적인 관심

사라 하였다. 여기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마땅히 사회에 이를 알려서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이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서 

마땅한 대가를 받도록 할 의무가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

극작가 소포클레스(기원전 497/6-406/5)의 작품 �오이디푸스�에도 선대 왕 라이오

스가 살해당하였으나 그 범인을 찾아 처벌하지 못한 탓에 테베가 재앙에 처하자 

왕인 오이디푸스가 누구든 사건전말을 아는 자는 국왕에게 고할 것, 범인은 자수

하여 극형을 면하도록 할 것,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자는 묵비하지 말고 말할 것, 

범인임을 알고도 은닉하거나 그와 함께 공동으로 신께 제물을 바치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명령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82) 플라톤의 

대화편 �법률�에도 회피하며 자진해서 처벌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가중처

벌이나, 대장이자 농촌지역 관리인으로서 누가 공동식사에 불참한 자가 있다는 사

실을 감지하거나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있다.83) 비극작가 아에스킬로스(기원전 525/524-456/455)의 작품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의 

다만 이들의 견해는 거의 대부분 단편의 형식으로 전해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학자들의 해석도 이러한 단편에 근거한 것이어서 한계를 가진다. 이

들의 정의론에 관해서는 김내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정의 개념에 대한 고찰”, 

서양고 학연구, 제5집(한국서양고전학회, 1991) 참조. 신화에 기대어 인간의 운명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임무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오늘과 같이 이성에 힘입어 과학이 발

전한 시대에는 실제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인간사에는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인간사에서 왜 사는 것은 힘든 것인지, 인생

은 힘들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까지 정의를 추구한다

는 것이 혹 부질없는 일은 아닌지, 인간사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대가를 치러가면서 

추구한다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사람들은 오늘도 고민하는 것이다. 신화에 기댄 설

명은 인지(人智)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세계를 설명하던 방식이므로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천부인권의 사상을 두고 세

상에 신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으며, 하늘이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 양도할 수 없는 권

리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그런 이야기는 철회하라고 강

요하지 않는다. 오늘도 법원 건물 앞에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상이 말없이 정의가 인

간의 운명임을 외치고 있다. 정의의 문제를 말할 때 소크라테스는 흔히 예화는 물론 

가상의 이야기나 신화를 동원해서 문제에 관해 깊이 있게 사고하도록 유도하곤 했는

데, 오늘날에도 신화에는 여전히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82) 소포클레스, 천병희 역, 소포클 스 비극 집(숲, 2008), 37-39면.
83) 플라톤, 박종현 역, 법률(서광사, 2009), 424-423면(76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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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와 같은 사적 해결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동체를 대표하는 책임 있

는 기관에 사건을 제기하여 이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도록 요청하고 

또 이들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테네의 법이라는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84) 사회

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불의로 정하는가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불의한 일에 대한 

처분은 피해자 가해자만이 아니라 공공의 중요 관심사라는 관념, 이를 위해 불의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불의를 은폐하는 행위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는 관념은 여기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헤시오도스는 인간의 운명으로서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정의의 신인 제우스

신에 의해 인간은 삶에서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고귀한 것을 얻어야 하는 것

처럼, 정의의 문제도 과제로서 짊어져야 하게 되었다. 즉 제우스신은 이것이 정의

이니 그것에 맞추어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정의 자체를 수수께끼처럼 문제로 던져주어 인간이 지혜를 모아 무엇이 정의인지 

문제로서 감당하게 하고 또 이를 해결하며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정의롭게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고통스럽고 수고스럽지만 무엇이 

정의인지도 찾아야 하고 또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 정의로움을 증명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신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인간의 운명인 것이다. 심헌섭 

선생은 “물론 우리가 정의에 관한 확고한 규준을 쥐어 본 일은 한 번도 없지만 

정의를 찾는 것은 우리의 본질에 속한다. 정의는 주어져 있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과제, 즉 우리의 이성과 마음에 새겨진 과제이다.”고 하였는데, 헤시오도스가 말한 

인간의 운명인 정의와 같은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85) 

84) 클뤼타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과 캇산드라를 살해하자 사람들은 ‘그대는 자르고 내리

쳤으니 시민들의 격렬한 증오의 대상이 되어 도시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하였다. 클뤼

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과 캇산드라가 자기 행동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은 것이라 

항변하였다. 하지만 아가멤논과 클뤼타임네스트라 사이의 아들인 오레스테스가 아버

지의 복수를 위해 클뤼타임네스트라와 그의 정부 아이기스토스를 살해하였고, 그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오레스테스는 클뤼타임네스트라의 혼백이 

불러낸 복수의 여신들에 쫓기다 아폴로에게 보호를 요청하는데, 아폴로는 오레스테스

에게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여신의 보호(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한다. 여신들은 복수의 

법 대신 제3자에 의한 재판이라는 새로운 법이 등장하면서 이전의 복수의 법이 무너

졌다고 노래하고, 또 사적 복수는 정의의 여신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라 경고

한다. 아이스퀼로스, 천병희 역, 아이스퀼로스 비극 집(숲, 2008), 85-91면, 142-144면, 

153-154면, 168-174면. 또 이처럼 비극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고전시대 아테네에서 법의 

지배라는 관념이 정착되어갔다고 평가한다. David Cohen, Law Violence and Community 

in Classical Athe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3. 
85) 심헌섭, “독일 철학 및 법철학에서의 정의론의 동향”, 서울 학교 법학, 제3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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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크라테스 

(1)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

절제(sōphrosynē), 신중함(phronēsis), 용기(andreia), 정의로움(dikaiosynē)을 탁월

한 인간, 훌륭한 인간을 이루는 네 덕성(four Classic Cardinal Virtues)이라 하고86), 

그중 신중함을 모든 덕성의 원천(Prudence as the mother of all virtues)이라 부르는데,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으려면 그런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temperance), 또 신중함(prudence)이 있어서 미리 이성을 통해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행동에 나아가야 하며, 또 용감함(courage)이 있어서 언제 나아가고 물러

설 것인지에 관해 잘 알아야 하고, 끝으로 정의로워서(justice) 어떤 행동이 정당하고 

부당한 것인지 잘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자율적으로 자기 

행동을 규율하는 점에서 인간존엄의 근거를 찾는다고 할 때 윤리적 주체로서 인간

이란 자기 자신의 의견⋅선택⋅행동에 대해 어떤 합당한, 그리고 좋은 이유(reason)

를 가지려 노력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신중함이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관해 생각하여 합당한 

이유를 사전에 충분히 생각해보고 자기 스스로 옳은 것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나서 행동한다는 의미가 된다.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두고서 서구의 전통에서

는 무엇보다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행동의 원인이 되는 합당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또 그것이 문제에 적실하도록 합당한 의견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견이 행위를 이끈다면 비로소 탁월하다는 평가가 뒤따르게 되는 전제가 갖

추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다 또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그 행동은 그러한 행동으로 이끈 어떤 합당한(reasonable) 이유가 있었기에 그런 평가

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서구인들의 언어관용에서 ‘moral’의 의미는 

곧 행위주체가 스스로 사고하여 좋은 또는 옳은 행동으로 선택하거나 평가할 정도

의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reasonable’ 정도

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의미지칭에 있어 흔히 저지르기 쉬운 혼동이 

두 가지 정도 있다. 첫째는 ‘moral’을 ‘도덕’으로 번역함으로써 ‘기성의 도덕’, 즉 

법과 구분되는 독립된 특정한 종교 내지 윤리적 규범체계(morals. 켈젠이 말하는 

실정적인 도덕적 규범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63면. 
86) 미하엘 보르트, 한석환 역, 철학자 라톤(이학사, 2003), 72-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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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또는 정당함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법 

또는 도덕이라는 식으로 대비하면서 ‘도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혼동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덕(moral)’은 행위자가 단지 이성적으로 스스로 사유하여 볼 

때 합당하다고 여기는 행위규준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지, 그의 행위윤리가 되는 규

준의 내용의 차원을 따지지는 않는다. 지극히 성스러움에 기초한 것이건, 이기적이

거나 또는 설령 강도의 윤리일지라도 행위자가 그 나름대로의 받아들이고 있는 가

치체계에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moral’의 정체

이다.87) 물론 대체로 행위자 나름대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므로 그 규준은 내용적으로 특정한 철학이나 종교, 문화적인 배경에 

연결되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말을 기성의 종교 내지 도덕적 규범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도덕(morals)’이라는 말로 번역하게 되는데, 여기서 큰 오해가 생

기기도 한다.88) 둘째는 ‘moral’을 ‘착함’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동양의 사유전통에

87) “법적 의무자에게는 항상 이해관계인⋅청구자⋅권리자가 대립하지만, 이에 반하여 도

덕적 의무에는 그와 같은 권리자를 부가하더라도 자기의 가슴 속에 신이 대립하는 의무, 

자기의 양심에 대한 의무, 자기 자신 속의 인간성에 대한 의무, 보다 선한 자기에 대

한 의무 등에 의하여 오로지 상징적으로 부가되어 표시될 뿐이다.”, “도덕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도덕에는 자율성(Autonomie)이 이야기된다.” 라드부르흐, supra note 59, 

73-74면, 76면. 관습적 도덕과 반성적 도덕, 도덕적 성장, 도덕적 책임 등에 관한 폴 

테일러, 김영진 역, 윤리학의 기본원리(서광사, 1985), 24-27면, 246면의 설명 참조.
88) 가령 다음 글에서 ‘도덕(적)’은 ‘이성적으로 사유해 볼 때 그 사유의 주체에게도 그러한 

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짐(practically reasonable)’이라는 의미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법적 권리는 도덕적이라고 부르는 권리와 다르다. […] 왜냐하면 법적 권리는 공동체의 

정치적 역사와 판단들에 기초한 권리이고 소송에서 법관에 대하여 제도적인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는 공통적으로 

진정한 종류의 것이다. 내가 기술한 광의의 의미에서 볼 때 그것들은 모두 도덕의 

산물이다(Dworkin 1984, 256). 법의 규범성에 관한 도덕적인 이해방식은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법적 권리들과 법적 의무들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

를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A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은 A를 할 도덕적인 의무도 가지고 있다.”, “나는 법과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을 법과 법적 정당화의 도덕적 힘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법적 정당화의 

개념은 법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정당화의 도덕적 

힘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법이 도덕적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 정당화의 도덕적 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법의 도덕적 근거에 의존한다.” 

Torben Spaak, supra note 53, 12면, 15면. 법적 권리가 도덕적 권리라는 말은 여기서

는 법적인 권리는 기성의 종교 내지 도덕적 규범체계에 의해 창설된 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법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다시 한 번, 정의란 무엇인가? / 河在洪  47

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선(善)하다고 말하고 또 윤리학의 주제를 선(善)이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영향으로 선(善)을 흔히 ‘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적 전통에서 말하는 윤리적 주체를 ‘착한 사람’을 의

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은 큰 오해이다. 가령 “‘선’의 문제는 ‘좋음’ 

일반이 아니라, 단지 ‘도덕적인 좋음’ 곧 ‘착함’에 국한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다.89) 그러나 ‘착하다’는 것은 기질이나 정서 내지 감성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반면 

어떤 행동을 (서구적 전통에서 볼 때) 윤리적인 행동으로 만드는 것은 이성(reason)

적 차원의 문제이다. 착한 사람은 단지 그의 기질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 

착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느냐고 물으면 그는 단지 미소지을 

뿐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행동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마냥 

어떤 기질이나 정서적인 사정 때문에 행동에 나아가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 부

르기는 어렵다. 

(2) 정의로운 삶에 대한 앎의 추구

소크라테스는 어떤 것이든 좋은 결과는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의무란 해야 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

트는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하트는 … <규칙은 내적 측면을 가진다>

라고 하여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긴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법을 준수할 도덕

적인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을 준

수할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는 상당수의 법이 동시에 도덕규범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최봉철, “하트의 법개념 비판”, 성균 법학, 제20권 

제3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058면. 여기서는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

를 종교와 같은 도덕규범에서 법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유를 찾는 견해로 오해하고 

있다. 하트는 법의 구속력은 일차적으로 법 자체에서도 찾아야 하지만, 사람들이 이성

적 사유의 결과로써 (비판적 반성적 태도의 결과) 그 법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법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다는 점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Jules L. Coleman & Brian Leiter, “Legal Positivism”, Dennis 

Patterson (ed.),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ory, 2nd. ed. 

(Blackwell, 2010), pp.232-233. 하트는 이러한 점에서 사회 내에 다양한 사회규범 중에

서 널리 사회구성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유효한(validity) 법률인지 아닌

지를 분별해야 할 의무를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헌들에게 부과한다고 하였다(승인율). 

H.L.A Hart, supra note 33, pp.100-110; Neil McCormick, H.L.A. Hart, 2nd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pp.32-33.
89) 백종현, 철학의 개념과 주요문제(철학과 현실사, 2007),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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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탁월함은 지식

의 문제이다(Virtue is a Knowledge)’. 따라서 무엇이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사람은 

제대로 된 ‘참된 앎(epistēmē)’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그런 지식은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많은 탁월함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

한 것, 그러면서도 정작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Art of Life)’ 하는 문제라 생각하였다. 앎이 판단을 이끌고 행동을 

이끌기에 ‘사람이 잘 산다는 것’도 무엇이 제대로 잘 사는 것인지에 관한 참된 앎

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특유의 무지를 가장하여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람이 제대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참된 앎’이 무엇인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참된 앎’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질문이 찾는 답이 무엇

인가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행동인가 하는 문제

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즉 좁은 의미에서 ‘정의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이다.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가지는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하면, 첫째 무

엇이 정의인가에 관해서는 일의적이고 완전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주로 자연과 우주의 발생에 관해 탐구하였다는 점

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탐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의 삶에 관해 탐구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

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플라톤의 대화편을 구성하는 여러 작품들 중에 첫 

작품이 �에우티프론�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 내용은, 에우티프론이 자신의 아버

지를 살인혐의로 바실리우스에 기소하고 나오는 길에 소크라테스를 만났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은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신을 화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지 잘 아는 전문가이며, 자신의 아버지는 사람을 살해하였으므로

(에우티프론의 설명에 의하면, 피해자는 에우티프론의 집안 노예였는데, 그가 술에 

취하여 집안 일꾼 한 사람을 죽였다. 그 일에 관해 에우티프론의 아버지가 그를 

결박한 다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법해설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문을 

구하는 동안 그가 도랑에 처박혀 있다가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하고 말았다) 마땅

히 처벌받아야 하고 또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되도록 아버지를 기소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화나게 하는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데, 신들 사이에서조차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90)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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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어떤 명확하고 분

명한 결정 내지 선택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사람들 사이에는 늘 의견이 

나뉘며, 이러한 한계를 두고 생각해보면 문제를 능가하는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사형제도가 옳은지 그른지를 두고 아직도 사람들은 논쟁을 벌이고 있

으며, 실정법이 이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영원

히 잠재울 정도로 충분한 앎을 확보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리고 비단 사형제도만이 아니라 법이 다루는 모든 문제들이 이러한 점에서 근본

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관해 나름대로 어떤 

생각(doxa)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진정 제대로 된 참된 앎인지에 관해 검토

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스스로 가진 

어떤 앎으로서 쉽게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리고 정당한 해법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우상이 진리를 가리는 이러한 현상은 소크라테스가 지적하고 

비판한 이래 완전히 극복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인간 사회의 전형적

인 특징으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그러한 의견들이 

가급적 수렴되어 하나의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사

회의 특징이라 한다면, 의견을 마치 진리인양 내세우고 다른 의견을 몰아붙이는 

태도는 서로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참된 앎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상

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며 거짓된 진리를 참으로 내세우면서 정치세계를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세계는 어떤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수

렴해 가는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부지불식간

에 정치세계를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셋째, 참된 앎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변증적인 대화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는 것이다. 누구도 마치 어떤 물건을 손아귀에 움켜잡듯이 진리를 확보할 수 없고 

오직 진리의 그림자에 다가가는 것뿐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력에 의해서만 진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변증적 대화를 통해 ‘검

토되지 않은 삶(unexamined life)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91) 이를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92) 동양적

90) 플라톤, 박종현 역, 에우티 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이돈(서광사, 2003), 38-54면.
91) 플라톤, supra note 90, 176면(38a). 
92) 예를 들어 이종은, 정치와 윤리(책세상, 2010), 35면은 ‘음미(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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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통에서 ‘성찰하지 않는 삶’은 흔히 증자의 일일삼성(吾日三省三身)[論語, 學

而 4]과 같은 자기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들린다. 여기서 성찰은 윤리

적 주체의 단독적 행위이지 그것이 성찰행위로 성립하는 데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존재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반면 ‘검토되지 않은 삶’이란 검토하는 주체가 자기 자

신의 의견을 직접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의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검토해 주는 것이며, 따라서 검토

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다. 상대방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억견에서 벗어나 참

된 앎으로 이끌려가게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검토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유익함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유익함을 제공받게 된다. 여기서 상대방이 대화를 통해 진정으

로 유익함을 얻으려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관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솔직

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짓 의견을 제시해서는 헛된 대상을 검토

한 결과밖에 되지 않으니 유익함이 생기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제공하였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바이므로, 

기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테네인들에게 자신에게 합당한 형벌은 영빈

관에서 식사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던 것이다.93) 물론 검토하는 대상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의견으로 두고 생각해보면, 결국 성찰하는 삶과 같은 의미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은 사람들에게서 물러나 조용히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의견을 추궁하고 신문하는 것이었

다는 점94), 그리고 설사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소크라테스에 유죄판결

을 내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가혹하게 붙잡고 물어지며 

추궁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경고한 점95)에서 검토의 방향과 대상은 내면적 

성찰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철학과 도시의 불편한 관계도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검토되지 않은 삶’과 ‘성찰하는 삶’은 의미는 물론 참된 

앎을 확보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요

가치가 없다’고 옮기고 있다. 또 원저명이 “Unexamined Lives”인 제임스 밀러의 한 작품은 

“성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박중서 역, 성찰하는 삶(현암사, 2012)]. 

그러나 ‘성찰하지 않는 삶’이라는 표현은 성찰의 핵심을 이루는 변증적 대화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번역어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93) 플라톤, supra note 90, 172면(37a).
94) 플라톤, supra note 90, 178면(38e).
95) 플라톤, supra note 90, 179-180면(39c-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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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변증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의견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제시하고 또 서로 그런 앎이 참된 것인지에 관해 논의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서로

에게서 배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어떤 참된 앎에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

라도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보다는 이해와 시야가 더 개선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서로 성의껏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전

보다 더 나은 판단과 선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

적 사유의 특징을 ‘차선의 항해방법’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운 좋게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대신 힘들기는 하지만 노를 저어 항해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96) 간과하기 쉬운 것은,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견해조차 사실은 잠정

적으로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질 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해진 규칙을 

진리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쉽사리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어떤 법률의 

규정이나 정책은 이성적 존재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 하여도 논리필연적인 귀결

로서 이견을 불허할 정도의 참된 앎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규칙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규칙이 제시될 때까지 잠정적

으로 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보다 더 넓은 규칙들의 체계 속에서 작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플라톤

앞서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가 개인 상호간에 협력해서 참된 앎에 다

가가야 하는 것, 즉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는 이것이 사회운영 내지 국가통치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이다. 이것을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 설명하는 예도 있으나,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을 오늘날 철학자로 

지칭되는 부류의 사람들에 정치권력을 독점시킬 것을 주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은 오해이다. 플라톤 대화편, 특히 �국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

지만, 플라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현실에 적용해서 이념적으로 독해하는 것은 

극단적인 편향을 낳을 수 있다. 고전시대 아테네의 문화를 배경으로, 그리고 플라

톤 대화편에서 전개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이면서

도 기본적인 접근법으로 요청되며, 특정 국가나 사회를 염두에 두고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개혁안 내지 정치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까지 읽어낼 

96) 박종현, 헬라스 사상의 심층(서광사, 2001),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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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97) 

플라톤은, 첫째, 각인이 자신의 개성과 차이를 기초로 자신의 완성을 향해 나아

가는 것이 각자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라 

하였다(자신이 되어야 할 바를 완성하기 위해 사는 것이 정의로운 인간이라는 관념). 

특히 플라톤은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로운 것은 시민들 각자가 국가를 

위한 일의 하나를, 그것도 그 자신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일을 한 가지를 수

행하는 것(433a),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433a)이라 하고, 

고유한 직분을 상호 교환하거나 한 사람이나 소수가 모든 직책을 독점하여 수행하

는 것은 도시의 파멸을 결과하며(434b), 그런 일은 도시에 최대의 해를 가하며 해

악의 주범이 된다(434c)고 하였다.98) 둘째, 그 연장에서 각자는 그의 사회 속에서

의 합당한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책임있게 찾아야 한다는 것99), 셋째, 특히 사회

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에 합당한 참된 앎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러한 앎을 추구하는 데 공동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플라톤의 이러한 사유는 개인의 영혼을 놓고 유비(analogy)한 것에서 비롯된 것

이라 설명된다. �국가�편에서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를 좀 더 쉽게 

97) D. J. Sheppard, Plato’s Republic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p.53 참조. 플라톤

의 제안 중에는 현대 민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도 많은데, 가령 

아동교육에 있어서 ‘고결하고 유익한 것(noble and good)’에 익숙해지도록 교육에 일

정한 검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정서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내

용을 정하도록 하고 특히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에 청소년이 노출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법률과 비교해보면 전혀 생소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플라톤

의 제안 중에 지나치게 들리는 것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어서 때로 소크라테스가 진심

인지(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반신반의하게도 된다. 그래서 플라톤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모순이 나타나므로 그의 이

상국가론은 하나의 판타지(유토피아)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행복에 관한 탐구를 위해 ‘확장된 은유(extended metaphor)’ 내지 유비

(analogy)로서 국가 모델을 상정해 놓고 정의로운 국가를 통해 정의로운 개인에 대한 

앎을 추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Robin Waterfield, “Introduction to and translation 

of Plato”, Republic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각에 따라 접근하고자 하는데, 플라톤 해석에 관한 한 누구든 직접 플라톤의 목소

리를 듣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준비를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98) 플라톤, supra note 3, 285-289면[번역은 남경희, 라톤: 서양철학의 기원과 토 (아카넷, 

2006), 377면 참조]. 
99) 플라톤은 정의란 도시 안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434c)이라 하였다. 플라톤, supra 

note 3, 285-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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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해 이보다 더 큰 국가라는 단위를 놓고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

간다.100) 그러나 사실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국가 단위의 정의는 좀 더 복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플라

톤의 설명처럼 국가 차원에서의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개인의 정의에 관한 논의로 

옮겨 올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101) 플라톤은 개인 단

위에서 정의는 육신이라는 몸을 영혼이 지배할 때 생겨나는 조화로운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플라톤은 이성은 기개, 욕망과 함께 영혼(자아)를 구성하는데, 그 

중 이성은 자아의 반성적 부분이며 지성적 부분이라 설명한다. 한편으로 이성은 

이론적인 문제들과 실천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진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을 

관장하는 인격의 지적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 이성은 또 다른 역할도 하는데, 

그것은 전체로서의 인격의 이익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욕망

이나 기개가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이성은 자아를 다스리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403d2-4, 441e, 442c).102) 

몸의 다른 부분이 아닌 영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정의이고 또 몸에 건강이라는 유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국가도 이러한 조

화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육신을 영혼이 지배하는 것처럼, 영혼도 영혼을 

구성하는 이성, 기개, 욕망 중에 이성이 다른 부분을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이 플라

톤의 생각이다(영혼 3분설). 여기서 이성은 단순히 추론하고 계산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음에 대한 욕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103) 즉 훌륭하게 

조직된 자아에서 욕구들이 이성의 노예가 되듯이, 국가 단위에서도 이성에 해당하

는 통치자들이 보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회를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일종의 유비추론인데, 이러한 방식의 추론이 얼마나 타당하고 적실성을 가질 수 

100) 369d 이하. 먼저 욕망을 실현시키는 차원과 관련해서 국가를 구분하면 최소필요국가

(369d11), 작은 나라(370d6), 돼지들의 나라(372d4), 사치스런 나라(372e3) 등이 나타

난다. 보조하는 지배자와 관련해서는 혈통 좋은 개(375d10)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진정

한 지배자는 ‘완전한 수호자’(414b2, 428d7), ‘진정한 수호자’(428e1)라 부른다. 
101) 이상인, 라톤과 유럽의 통(이제이북스, 2006), 434-435면에서도 이와 같은 순서를 

지지한다. Luke Purshouse, Plato’s Republic (Continuum, 2006), p.139은 그러한 순서로 

독해하는 것도 하나의 독해로서는 가능한 것이라 하고, Julia Annas, An Introduction to 

Plato’s Republic (Clarendon Press, 1981), pp.146-150에서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우선성

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102) 숀 셰이에즈, supra note 2, 139-140면 참조. 
103) 김영균, “�국가�편에서 혼의 조화와 이성의 지배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철학, 제79집

(한국철학회,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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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과 의도를 잘 찾아서 헤아려야 알 

수 있으며, 비교되는 대상에서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거나 취지를 놓치면 유비는 

적실성을 잃게 된다.104) 

그렇다면 국가적 단위에서 이러한 이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내지 장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 다음으로 국가에서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내지 장치에 관한 

플라톤의 견해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플라톤은 한편으로는 철인계급이라 

말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철인과 법으로 나

누어서, 그것이 국가의 이성에 해당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속성이 무엇인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철인에 관한 플라톤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바르게 그리고 진정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의 부류가 정치적인 권력들을 

장악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라들에서 집권하고 있는 부류가 어떤 섭리(하늘의 뜻)로 

해서 진정으로 지혜를 사랑하게 되기 이전에는, 인류가 결코 악과 불행의 종식을 

보지는 못하게 될 것”(325d-326b)105)

여기서 보듯, 플라톤은 어떤 특정인, 즉 정의의 문제에 관해 참된 앎을 장악한 

인물이 존재하며, 그 인물이 통치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만약 플라

톤이 그런 방향으로 말한 것이라면 국가편의 정의론은 이상국가에서의 정의론이 

104) 개인의 삶에서 영혼이 몸을 지배하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인이 통치하고 생산계

급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하면, 생산자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영혼이 다스리지 않고 욕망이 지배하는 셈이니 부정의한 사람 아닌가 하는 반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해석상 문제 정도에 그친다. 이런 해석에 대한 반

론은 김남두, “정의로운 도시의 시민은 부정의한가?”, 인간⋅환경⋅미래, 제9호(인제

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2) 참조. 이외에도 많은 논점들이 있는데, 때로는 유

비추론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논지를 왜곡할 위험도 생긴다. 몸의 한 지체가 병들면 

나머지 몸이 건강하기 위해 부득이 절제해야 하듯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일정 계급

이나 지역이 부패하면 절멸시켜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이런 예의 하나이다. 이런 논의

는 플라톤이 주장하지도 않은 것에까지 의도를 확장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105) 플라톤, 강철웅⋅김주일⋅이정호 역, 편지들(이제이북스, 2009),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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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말 것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플라톤이 의미하는 바는 정의의 문제에 있어 

올바르고 진실되게 참된 앎을 추구하는 이들이(앎을 ‘확보’한 이들이 아니라) 법률

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으로 받

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민주정치에서 의회가 건전하게 운영

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론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106) 물론 여기서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하나의 고착된 계

층 내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이해하는 해석도 없지는 않다. 플라톤이 철학자를 

지배자로 내세우면서 철인의 교육을 위해 사유재산 및 가족을 부정한 것이나 심지

어 철인후보용 우량아를 출산하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추첨에 의한 성관계)라든지 

통치를 위해 거짓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든지 하는 특이한 주장들 속에서 현대의 

전체주의나 독재의 뿌리를 찾는 견해도 있다.107) 그러나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의

106) 이상인, supra note 101, 451면 참조. 다만 플라톤의 견해를 타고난 자연적 소질의 불

평등 원칙, 능력에 따른 역할분배의 원칙, 집중의 원칙이라 설명하므로, 현실정치에

서 누가 정치의 역할을 맡는다고 하면, 플라톤에 있어서는 정치의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세계를 조직할 능력을 가졌다는 전제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107) 플라톤의 반민주주의 성향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자면 몇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는데, 

첫째, 아테네 민주주의는 역사적인 모범으로 칭송받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로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는 역사적인 상황이나 정세의 면에서, 특히 아테네의 제국

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차이가 있다는 것, 둘째, 플라톤이 특히 우려한 것은 사회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에 의해 증오 속에 분열되는 것이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강조한 것이 공교육, 인성교육, 공익우선, 그리고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플라톤이 제안하는 여러 정책들이 다소 기이하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

할 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정책들을 쉽

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Malcolm Schofield, Plato, Political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282. 오늘날 플라톤 연구는 이러한 요인에 대한 풍부한 해

명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나종석,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제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철학, 제8호(사회와철학연구회, 2004). 후자에 관해서는 

숀 셰이에즈, supra note 2 참조. 플라톤에 대한 비판 중에 특히 잘못된 오해를 조장

하는 것이 국가 내지 정부가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통해 통치한다는 식의 철인정

치론인데, 플라톤의 숭고한 거짓말(noble lie)에 관해서는 Malcolm Schofield, 상게서, 

pp.282 참조. 현대 법철학에서도 법은 의제에 불과하다거나 법의 지배나 정의는 공정

한 허구이지만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솔직한 고백이 제시되는데[가령 양선숙, 

“법적 허구의 의의” 법학논고, 제34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오정진, “법의 

공정성: 허구적 당위에서 실천으로” 법학연구, 제51권 제2호(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오세혁, “법에 있어서 의제”, 앙법학, 제17집 제1호(중앙법학회, 2015) 등. 특히 

오세혁, 상게논문, 365면에서는 “법적 의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

은 아니다. 법적 의제는 허위이지만, 정의를 전도(傳道)하는 허위(justice conductive 

falsehood)이다. 의제는 일종의 기교이지만 허위의 가정을 통하여 올바른 목표에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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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살린다면, 앞서 정의의 문제에 관한 소크라테스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의 정치참여, 즉 정의의 문제에 있어 참된 앎을 갈구하는 이들의 참여와 변증적 

대화에 의해 정치세계가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플라톤이 말

하는 곧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의 정치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108)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인이나 계급 내지 계층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철학자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109) 

오늘날은 지식의 면에서는 이러한 학문은 물론, 더 수준 높은 고등교육이 기본적

으로 제공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현대의 일반적인 고등교육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인교육보다 내용이나 수준이 높으면 높았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단 하나를 제외하면. 변증술, 즉 변증적 대화의 방법론이다. 플라톤이 국가

의 통치계급으로 ‘철인’이 아니라 ‘철인들’로 복수형으로 말한 것도 분명히 변증적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된다.110) 의아한 것은, 기존의 플라톤 해석에 있어 

르기 위해 인류가 모든 학문분야에서 수 없이 선택했던 길이다. (중략) 법학자들에게

는 진리보다 올바름, 논리정연성 내지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중략) 의제를 정당화

하는 근거와 한계는 현실과의 근접성이 아니라 인식에 대해 가지는 의제의 유용성에 

달려 있다. (중략) 법적 의제 이외에 달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방안이 전혀 없다면, 

법관이 법적 의제에 호소하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화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한다], 법의 지배나 정의도 허구라면 허구이고 또 이를 진심

으로 믿으면서도 사회구성원들에게 전한다면 플라톤식으로 숭고한 거짓말인 셈이

지만, 법의 지배나 정의를 이데올로기쯤으로 취급하는 것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08) 플라톤이 말하는 통치자인 ‘철학자’는 정치세계에 관한 참된 앎을 이미 확보한 사람

이 아니라 참된 앎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나아가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다. 강성훈, “국가에서 철학자가 아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

논집, 제12집(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06); 김영균, “플라톤의 철인정치론”, 동서철

학연구, 제58호(한국동서철학회, 2010) 참조. 철학자가 참된 앎을 이미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해도 플라톤의 철인국가는 유토피아적 성격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플라톤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 플라톤의 작품을 정확히 무슨 의미였는지 해석하

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사상은 오늘의 문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것을 모색

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의미

를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통치자의 조건으로 참된 앎을 확보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

보다 참된 앎을 사랑하는 정도로 읽는 편이 나을 것이다. 
109) 사실 플라톤이 철인교육을 위해 특별히 제시하는 교육과정은 음악, 수학, 기하, 천문학, 

화성학 등이다. 숀 셰이에즈, supra note 2, 238-239면. 철인교육 이전의 일반적인 

교육은 당대 아테네에서 시행되던 관례적인 교육내용, 즉 독해와 작문의 기본훈련, 

신체훈련, 학예교육으로 구성된다. 
110) 플라톤의 철인왕정은 1인 왕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인곤, “플라톤의 �법률�에서 법에 

의한 통치와 혼합정체 － ‘혼합’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양고 학연구, 제5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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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이 철인정치를 부각시킬 뿐 철인들의 통치에 변증적 대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정의의 문제

에 임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기성의 정치인을 모방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면서 토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이 변증적 대화의 정신이라 생각된다. 

정치세계는 의견을 지식인양 가장하여 경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또 옳은 것인지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함으로써 더 나은 

의견에 대한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111) 

이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이해한다. 플라톤의 대화편이 주는 시사

점의 하나는, 하나의 논제를 두고 서로 협력해서 대화를 나누어감으로써 비로소 

정치세계를 건강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어진 주제에 초점을 유지하고, 

상관있는 논의와 상관없는 논의를 구별하는 능력은 개인의 덕목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치세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야 하고, 논의의 적실

성에 관한 기준의 공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모임을 단순한 군집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현학적인 말장난이나 상투적 말투의 추종, 

진리의 탐구보다 승리에 주안점을 두는 논쟁보다는 하나의 주제에 관해 논지를 

유지하면서 탐구하는 편이 낫다는 합의가 어렴풋하게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엇이 주제의 본령인가에 관한 감수성이 일치된 결과로서 태어나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이러한 분별의 기준은 논란이 많은 논제에서 진실과 정의를 판별하는 

분별의 기준과 종류상 친척간’112)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의 대화편이 어떤 점에서 

참된 지식을 주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은 오늘

(한국서양고전학회, 2014), 69면의 주 8). 그러나 플라톤은 철인들이 탄생한 후로는 

그들이 번갈아가면서 통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참된 철학자이기만 하면 

여럿이든 한 사람이든 한 나라의 최고지배자가 되어 다스리는 것이라 말하기도 한

다. 플라톤, supra note 3, 501-501면(540a-540d). 변증적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참여

를 요하므로 철인을 양성하는 교육에서는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철인

으로서 직접 통치하는 사람은 꼭 한 사람이어야 하느냐고 하면 그것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다. 철인들이 지혜를 얻는 것은 변증적 대화를 통해서이지만, 그것의 

집행은 한 사람이 하든, 여러 사람이 하든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111) 소크라테스는 정치가의 임무를 돌봄과 양육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당대의 현실정

치를 비판하였다. 특히 소크라테스가 좋은 정치인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삼은 

것이 사람들의 수가 정치의 결과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하는 점이었다. 오늘날 정

치의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현실 정치인들의 정치기술이라는 것이 돌봄과 양육이라

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지 큰 의문을 가지게 된다. 
112) 박동천, 라톤 정치철학의 해체(모티브북, 2012),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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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도 대화편 자체가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는 논의를 집중해서 따라가도록 독자

를 훈련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플라톤 대화편의 독서만큼 시민교육에 

유익한 것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하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플라톤이 철인교육으로서 강조했던 것만큼이나 

변증적 대화의 훈련이 오늘날 정치인들에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철

인의 자세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플라톤의 민주정 비판 및 이상국가론이 소수 엘리트에 의한 독재를 옹호한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성적 능력에 있어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 플라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국한시켰던 

그런 교육의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했고”, 플라톤의 “이상 국가의 구상이 

출현한 역사적 맥락에서 놓고 볼 때 철인통치자에 대한 그의 강조는, 비록 국가 

내 소수에게만 그 가능성을 한정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교육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지혜’를 자격 

요건으로 하는 ‘조언자’로서의 ‘통치자’에 대한 플라톤의 전망으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그런 다수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이성적인 숙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리하여 공동선

에 부합하며 정당한 결과가 고려되는 의사 결정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 통찰을 얻게 된다.”고 한다.113) 이것은 플라톤이 불가능

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기도 하다.114) 이러한 해석은 한편으로 오늘날과 같이 정치

문제처럼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된 현상을 지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

113) 문지영⋅강철웅, “플라톤 �국가�의 민주정 비판과 이상 국가 구상”,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263-264면. 
114) 플라톤의 철인통치론은 소수의 철인에 의한 통치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플라톤의 국

가에는 국가와 정체가 완전해지는 길에는 이 외에도 다른 방안도 동등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철학자들로 하여금 우연히 어떤 필연성이, 이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나라를 관리하게 되도록 하고, 나라 또한 따르게 되게끔 하기 전에는, 또는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군주로서 통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나 이들의 자손들

에게 어떤 신적인 감화로 인하여 진정한 철학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엄습

하기 전에는, 나라도 정체도 또한 개인조차도 마찬가지로 결코 완전해지지 못한다고 

했던 것은 말일세. 한데,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또는 둘 다가 일어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나는 주장하네.” 플라톤, supra note 3, 417면

(499b-499c). 철인 정치에의 길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언급은 473c-473d, 501e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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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정의의 문제의 본성에 대한 각성 및 정치세계에 대한 건전한 참여라는 점

에서 각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분발을 요구하고, 특히 정의 자체의 문제에 

관해 지혜와 지도력을 발휘할 시민에게는 더 한층 가중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법에 관해서 본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자율적 주체로서 

행동하는 데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사람이 영혼의 지배

를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인간은 자기행동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특유한 지위에 있는 존재이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행동의 원인이 

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이다’라고 말하는데, 법은 사회구성원에 있

어서 법을 통해서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115) 

사람은 합당한 지시에는 강제력이 없더라도 복종하는 반면, 제재가 뒤따라도 지시

가 합당하지 않으면 무시한다. 따라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좋은 국가를 만들어내는 

통치수단으로서 법은 강제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제재가 강력하냐가 아니라 

법이 명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이 얼마나 합당한가에 좌우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합당한 법은 스스로 권위와 당위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강제체제를 요하지 

않는 것이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법에 복종해야지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변경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예인 환자에게는 처방만 주면 되지만 자유인인 환자

에게는 왜 그런 병이 생겼는지 그 내력을 설명해야 병이 더 잘 낫는다는 비유

[859a, 719e-720e]를 통해 훌륭한 시민, 정의로운 사회는 맹목적인 법복종이 아니라 

법률이 왜 그렇게 명령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 생겨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16) 

개인의 삶에서 육신의 욕망이 이성에 굴복하듯 국가에서도 개인은 올바른 이성이 

드러나는 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연장에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법의 

개념은, 법의 효력은, 그리고 복종의 근거는 모두 법이 올바른 이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찾게 된다. 플라톤은 조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많은 법률을 필요로 하지 

115)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와 �법률� 사이의 관계라든지, 플라톤 사상의 변천이라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하나의 목적을 위한 두 가지 다른 차원으

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양자는 선택적이거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김비환, “플라톤 정치사상에서 철인지

배와 법치의 상보적 통합성: ‘좋은 법질서’(eunomia)를 향한 철학적 충동”, 법철학연구, 

제13권 제3호(한국법철학회, 2010) 참조.
116) Julia Annas, “Law in Plato’s Political Thought”, 서양고 학연구, 제47집(한국서양고전

학회, 2012),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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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였다. 오늘처럼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시대에 가급적 정교하고 많은 

법률이 있어야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점에서 플라톤의 생각은 시대에 한참 뒤쳐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오늘날 

많은 법률들이 범람하게 된 원인에는 합리성을 지극히 숭상해서 생활의 미세한 영

역에까지 극단적으로 삶을 규제하려는 일종의 의욕과잉도 한몫 한다고 생각된다. 

좋은 법률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정치세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사

실 무리한 희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많은 법률들이 사회전반적인 논의나 합

의를 적정한 수준에서라도 거치지 못하고 만들어진다면, 지나치게 많은 법률이라

는 것은 그만큼 정치세계가 사회구성원들의 영혼에 대한 돌봄이나 양육에 향해지

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생산되고 있다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법률이 무용한 때가 있다고 하였는데, 개인의 건강이 해쳐진 원인이 잘못된 생활

양식에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과 약

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도록, 즉 영혼이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가 고통을 겪는 문제들 중에는 법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바

름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다.117)

마지막으로 플라톤에 대한 켈젠의 비판 중에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가치

가 있는 점은 켈젠이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의 차이를 시민에 의한 결정(of the 

people)과 시민을 위한 결정(for the people)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켈

젠은 민주주의를 시민의 참여에 의해 형성된 법질서의 의지와 시민의 의지가 일치

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는데,118) 앞서 본 변증적 대화를 통한 앎의 탐구가 플라톤에 

있어서 지배자 계급 내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플라톤이 통치의 기술

이 전체로서의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런 주장은 후견

주의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는 시각에 따라서는 플라

117) 플라톤, supra note 3, 269-272면(425e-427a).
118) Hans Kelsen, supra note 50, p.284. 또 켈젠은 다수결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정당한 

공동체의사의 형성을 보장하기에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수결을 부정하고 

최선의 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논변에 대해 무엇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며 최선인가에 

대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그런 

답변이 불가능하고, 다수결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국가질서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의사

와 그 질서 하에 있는 개개인의 의사 사이의 대립을 가장 적게 하는 원리로서 최대

자유의 원리에 입각한 강제질서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으며, 정치

체제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항상 2차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기술의 영역에서 전문가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스 켈젠, supra note 47, 212-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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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이 그리는 이상국가를 권위주의와 이올로기가 결합한 전체주의 국가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119)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대한 비판들의 외면하기 어려운 

핵심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현재를 돌아본다

면 한 번쯤 생각해볼 것이 법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전문가주의라 생각된다. 

탁월함은 지식의 문제라 하듯 모든 일에는 참된 지식이 있는 것이고, 법의 세계

에도 그런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이 법에 관한 논의와 집행의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의(법)의 문제는 

법해석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정의(법)의 

문제가 법정에서 처리되는 것을 관찰해 온 사람이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에 있어 전문가주의의 정당성 주장은 멀리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에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법)의 문제는 사회 공동체 구성

원들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양식에 관계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자신의 삶을 철학

적인 성찰 하에 두고자 하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직면하는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양식에 관한 문제를 내포하므로 소수의 전문가에게 

그 문제를 맡겨 두거나 이들이 전권을 행사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구성원 

전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120) 

이처럼 정의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의 성찰에 국한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로 연결되어야 한다면, 정의(법)의 문제는 소수의 사람

들이 결정할 문제로서 그들의 지혜에 맡겨질 것이 아니라 본성상 사회운영의 원리 

즉 오늘날 보편적인 민주주의 원리와 어떤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

서 볼 때 정의(법)의 문제를 법전문가들만의 문제로 환원하는 일반의 태도는 사

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어떤 점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의 한 원인

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존엄의 근거를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라는 점, 즉 어떤 행위가 옳고 그런지에 관해 이성의 도움을 통해 

찾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데서 찾

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더 이상 정의(옳은/좋은 법)의 문제에 관

119) G. C. Taylor, “Plato’s Totalitarianism”, Richard Kraut (ed.), Plato’s Republic: critical 

essay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7), p.32 참조.
120) 박은정,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의 연관성”,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한국법철

학회, 2009), 305면에서는 “전문가의 지식은 경청될 지라도, 우리 모두와 관계되는 

문제의 결정은 전문가의 몫이 아니라 ‘위대한 아마추어’ 즉 보통사람들의 몫이다.”라

고 하여 전문가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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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적으로 성찰하지 않는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상사나 정치인을 두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다른 사람에 뒤지지 않으려 하는 점에서 누구나 

정치평론가의 모습을 가지지만, 올바른 삶과 정의의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주변 사람에 드러내며 의견을 나누거나 하지는 않는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도 더 이상 인간 자신의 존재의 신비와 비밀을 알아간다는 유익함 때문이 아

니라 단지 직업을 얻거나 더 나은 수익을 얻는 방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따

라서 배움의 내용도 거기에 국한되는 경향이 많다. 범인(凡人)들의 일상사에서도 

이성의 기능은 삶의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된 듯하다. 오늘날 법전문가주의는 각

자 자신이 잘 하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에 입각해 있어 

한편으로 타당한 듯 여겨지지만, 사실은 인간을 사회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성숙해

야 할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원자화되고 마는 현상을 부추기는 문제

가 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인 이해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의 도

움으로 정의의 문제에 있어 올바름과 그름에 관한 앎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앎에 기반하여 비로소 한 사람의 윤리적 주체(moral agent)로서 자신의 행위를 이

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이다. 여기서 올바름과 그름

에 관한 윤리적 주체의 탐구와 실천은 고립된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

회 내지 공동체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필연적으로 연관을 맺으며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확보된 앎은 윤리적 주체인 개인의 삶과 실천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논의에까

지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 전부가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 이해해 왔다. 오늘날의 법전문가주의에는 자칫 

정의의 문제에 있어 인간 개개인이 윤리적 주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위험뿐 아니라 법전문가가 법의 문제를 독점하는 문제, 사회 내지 공동체 

구성원의 논쟁과 민주적인 합의에 따라 목적지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의 목적지를 

간단한 소수가 독점하는 지식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의견을 보장하지만, 

단지 개인들이 자기만의 생각에 따라 행위하도록 보장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

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 및 건전한 논쟁을 배경으로 다수가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그런 기

회라는 것은 누구도 그것이 확실히 그리고 언제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없

으며, 또 이견(異見)들에 맞서는 것이 때로는 성가지고 불쾌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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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야 그런 기회를 통해 잠정적이지만 그러나 

보다 나은 다수가 합의하는 의견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런 경험과 실천들을 공유

하는 사회라야 앞으로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전문가주의를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시민의 참여에 의한 법의 형성으로 이해하고 

변증적 대화를 통해 옳은 법, 좋은 법에 대한 모색을 강조한 켈젠의 견해는 새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소결－정의 담론의 의미

좋은 정치는 무엇이 좋은 정치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무엇이 좋은 삶인지 또 무엇이 옳은 법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논의 

자체가 중요하다. 논의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얼마나 논의가 무르익

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성급해 할 필요는 없지만, 당장의 성과가 없다고 해서 생

략할 수 없다. 

사람마다 좋은 삶을 위해 나름대로의 견해와 기술을 연마하고 실천하지만, 무엇

이 좋은 삶을 위한 탁월한 기예(Art of Living)인지는 잘 모른다. 그런 점에서 좋은 

삶, 좋은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인지는, 이제껏 

정의에 관한 탐구가 실패했으므로 이에 관한 탐구는 무용하다가 아니라, 그렇기에 

더 절실한 것이고 또 진지하게 임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플라톤의 정치철학이 

난해하고 또 때로는 현대사회의 정서에 맞지 않는 기이한 주장들로 가득한 듯하

지만, 여전히 살펴보고 재해석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어느 정치학

자는 “현대 정치의 맥락, 특히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플라톤 정치철학의 여러 요소

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자유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즉 철학을 원하고) 정치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삶을 선택해 살고 싶어한다

(즉 정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정치공동체 안에서 개인 영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플라톤의 정치철학이 현대 정치의 맥락에서 재평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였다.121) 그런 점에서 설령 제정되어 검증된 법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잠정적인 합의로서 여겨져야 하며, 동시에 좋은 법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

력은 결코 중단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것이기에 정치세계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121) 박성우, “플라톤－영혼의 정치를 향한 정치철학적 여정”, 전경옥 외, 서양 고 ⋅ 세 

정치사상사－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르네상스까지(책세상, 2011),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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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자세로 서로의 지혜를 모아 진정한 앎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야 하는 운명

을 가진다.122)

Ⅴ. 결    론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삶, 그리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무엇이 

좋은 삶인지 또는 올바른 삶인지를 알고 싶어 하며, 그러한 인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려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저 먼 우주공간 속에 신이나 이데아가 존재

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오늘날에도 인간은 여전히 이 우주 속에서 자신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한다. 이러한 앎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충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중의 하나인 정의의 문제에 관해 켈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지적 탐험의 경험을 보전함으로써 과거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장 오늘의 삶에 천지개벽할 대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비트겐슈타인의 흥미로운 견해

가 참고할 만하다. 누군가 테니스 치는 것을 보고서 참 못 친다고 말했을 때, 그가 

122) 플라톤은 참된 진리에 대한 관심없이 거짓진리를 진리인양 포장하는 소피스트들과 

그들의 수사학을 비난하였는데, 오늘날의 수사학 또는 현대의 공적 말하기는 그런 

비윤리적인 면을 극복하여 가고 있는 추세이며[정순현,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적 말

하기: 말하기의 고전적 전형과 윤리적 문제”, 스피치와 커뮤니 이션, 제5호(한국스피치

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참조], 따라서 정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진지한 대화만큼 

수사적 논증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켈젠은 (가치상대주의의)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적 견해들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그 입장

을 개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수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러한 

표현 및 논쟁의 자유의 기반 위에 전개되고 또 새로운 입법을 만들어내는, 대중집회

나 의회에서의 변증적인 과정이 곧 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민주

주의의 큰 특징인 다수결의 원칙도 반대견해 즉 소수의견을 실제로 승인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켈젠은 다수의견이 강제로서 그 입장을 

법으로 강제한다 하여도 소수의견이라 해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이라 할 수 없는 

이상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것은 잘못이며 언제라도 다수의견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 부르는 

것의 실제 의미라 강조하였다. Hans Kelsen, supra note 44,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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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을 자신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별로 잘 쳐보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말한

다면, 사람들은 그런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은 참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가 그런 

점을 자신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별로 잘 하고서 살 생각도 없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은 틀린 소리이고 당신은 보다 나은 행동을 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

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123)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전자의 예는 가치판단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가치판단의 문제에는 본질적으로 상

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후자의 예처럼 절대적인 차원도 있다고 한 

것이다. 정의의 문제에 대한 담론도 실질적인 내용을 절대적인 차원에서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설사 사람들마다 중구난방격으로 다양한 

가치관들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단지 그런 사정을 확인하고 그만 둘 것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며 논의하는 것 정도는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고 한다. 건강한 

자궁에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하지 못한 자궁에서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난다. 누구도 어머니의 자궁을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간

은 자신이 배우고 성장할 바탕이 되는 사회를 선택하지는 못하고 사회 속에서 성장

한다. 개인의 삶은 자기가 속한 사회가 얼마나 윤택하고 강성한지에 따라 인간

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삶이 모양과 성질이 결정되지만, 그러나 그 사회는 사람들

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건강하게도 아니면 나쁘게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인간인 것

이다.124) 개인의 삶이 사회에서 유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정의의 문제는 필연적으

로 법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 점에서 무엇이 좋은 법인지 또는 옳은 법인지에 

관한 논의는 법학이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정의

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로부터 어떤 물음과 어떤 답변을 해 왔는지 못지않게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인간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회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

123) Wittgenstein, “Wittgenstein’s Lecture on Ethics”, Philosophical Review (1965), p.5(박동천, 

supra note 112, 322면에서 재인용). 
124) 플라톤의 정치철학의 주요한 공적의 하나로(단서는 소피스트들에 의해 제시된 것이

지만) 정치세계를 인간의 기예에 순응가능하다고 본 점을 든다. 셸든 월린, “플라톤 : 

정치철학 대 정치”, R. M. 헤어 외, 강정인⋅김성환 편역, 라톤의 이해(문학과지성사, 

1991),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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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아는 사회에서 더 잘 찾아진다. 정의의 문제에 관해 오랜 동안 천착해 온 

인류의 노고를 공허한 것으로 평가하고, 거기 소개되었던 견해들을 단순한 이원론

이라든지 하여 치부하고 배제하는 것은 법이 다루는 대상이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

을 망각한 것임은 물론 정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마저 내버린다는 점에서 

법학을 불임의 학문으로 만드는 첩경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절대적 

형이상학을 가정하지 않는 한 답할 수 없는 질문이므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절대

적 형이상학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이다. 법학은 법의 본성에 속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체적으

로는 실정법 해석의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문제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논거

들을 검토하여 적실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고 검증할 학문적 수단을 찾는 데서 

어려운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투고일 2016. 4. 3    심사완료일 2016. 8. 18    게재확정일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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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ain, What is Justice?

－A Review of Kelsen’s Argument on Theory of Justice

Ha, Jai-hong*

125)

It has been generally considered that any and all issues assigned to lawyers are so 

technical issues that efficient solutions can be obtained only from know-how based 

upon and derived from concise knowledge on various legal experiences. Not only 

attorneys practicing laws but jurists and legal scholars also seem to put the highest 

values on legal knowledge required in the practice of law and never try to reflect on 

the right way or procedures to raise and find solutions for legal issues. Uncritical 

and blind acceptance of legal knowledge by memorizing and following dogmatics 

and interpretation of laws in cases seems to be the easiest short-cut to success as a 

lawyer. However, the crucial points which need to be d8alt by lawyers are not to be 

solved in the level of legal knowledge. Constant reflections are required on the right 

way of life and the laws as instruments and regulations to derive such a way. 

Provided, however, if present Korean society has an understanding of lawyers just as 

professional technicians on laws or even lawyers themselves consider themselves 

as such, what can explain this? Answers to it can be found in the erroneous en-

counter between Korean legal profession and notion of justice since 1945. Hans 

Kelsen had a profound effect in the 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Korean legal 

study such a long time from early days and his point of view on the issue of 

justice seems to have overshadowed in a negative way and still has a massive 

influence. This research aims at reflection on his overall influence on perspectives 

and legal values of lawyers in the study and practice of laws and on Korean legal 

study in general. For this, after general overview on the notion of justice, further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drawbacks which are at issue of Kelsen’s value rela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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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will follows. In particular, Kelsen’s point of view seems to have a close relation 

to an academic attack on the Plato’s classic theory of justice. Accordingly, this 

research tries to reflect on what matters to lawyers in the practice and study of legal 

field and to suggest a proper point of view in dealing with legal issues originated 

from and indicated in classic notion of justice in western civilization focusing on 

Plato. Mutually beneficial and proper encounter between notion of justice and 

Korean legal field of study are expected therefrom.

Keywords: problem of justice, Hans Kelsen, Pure Theory of Law, Hesiod, Socrates, 

Pla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