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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稿〉

書信으로 쓴 讀後感*

― 非正統的 書評에서조차 벗어나서 ―

梁 彰 洙**

1)

Ⅰ. 앞머리에

1.

책을 지어냈거나 을 써 발표한 사람이 그 책이나 인쇄된 을 다른 사람에

게 증정하는 일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이나 은 자의 생각과 느낌, 한마

디로 하면 마음을 담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고 함은 결국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느 는지를 상 방에게 오롯이 하려는 

것이다. 받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그 상 방이 되었다는 것이 우선 기쁘다. 무

릇 이란 말이 없으니만큼, 조용히 활자를 따라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흐

름을 좇아 보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아  잡스럽지 않다면―― 기차

의 창가에 앉아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다. 그것

이 아  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니 말이다. 

이 게 책이나 의 증정이란 사람 사이에서 교분을 나 기로는 아주 그럴 듯

한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학문 인 술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

문 인 술도 단지 객 인 정보만을 담는 것은 아니다. 학문을 함에는 문제의

식이 없을 수 없다. 이 문제의식과 그것을 안게 된 배경에는 삶과 사회에 한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것이다. 번역도 크게 다르지는 않

으리라.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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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책이나 논문을 기증받으면, 그것을 잘 읽고 그에 한 나의 ｢반응｣을 서

신에 담아 어 보내려고 해왔다. 그와 같이 해서 책을 보내 주신 분에 하여 

나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요즈음은 그나마 게을러져서 片言隻句로

써 때우는 일이 많지만, 한때는 꽤나 열심히 했던 듯싶다. 번역서를 받으면, 뒤의 

Ⅷ.에서 보듯, 번역이 한지에 해서 容喙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誤脫字라고 

짐작되는 곳이라도 모아서 지 한 일이 지 않다. 

2.

아래에 실은 들은 그 게 해서 보냈던 서신 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도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의 일부이다. 

사실 나는 종 에 그 게 쓰여져서 서신으로 보냈던 것을 별도로 공표한 일도 

있다. 를 들면, ｢박우동 변호사의 변호사실 안 을 읽고｣가 그러하다.1)  

포르탈리스의 民法典序論을 번역하여 출간한 책(2003년)의 ｢譯者 後記｣에 “

년 5월에 독일의 박사학 과정의 막바지에 있는 어느 민법학도에게” 부친 서신

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同書, 160면 이하)은 원래 성승  박사( 재 남 학교 

교수)가 막 끝낸 박사학 논문(나 에 Seunghyeon SEONG, Der Begriff der nicht 

gehörigen Erfüllung aus dogmengeschichtlicher und rechtsvergleichender Sicht (2004)

로 공간되었다)을 기증받고 써 보냈던 것이다. 

나는 부터 우리나라에서 법학교수들이 하여야 할 일이란 이른바 교과서를 

술하는 것만이 아닌 것은 물론이지만, 한 법에 한 자신들의 생각을 나  

수 있는 매체를 훨씬 넓 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것은 반드시 법과 문학, 법

과 술 등과 같이 법과 다른 분야의 ｢ 련｣을 그리는 것에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법학자도 다른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법학, 특히 법해

석학 고유의 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논문이나 모노그라피가 아닌 표 형식을 얼

마든지 구사해도 좋지 않을까? 나는 어느 문학자의 다음과 같은 말2)에 공감하

는 것이다.

  “… 세 번째 잡문집을 엮어 본다. … 여기서 잡문이란 어로 miscellaneous 

1) 이는 法律新聞 3213호(2003년 10월 23일 자), 15면에 실렸다가, 그 후 민법산책(2006), 
265면 이하에 다시 수록되었다. 

2) 이상옥, 문학․인문학․ 학(2000), 머리말, iii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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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s라고 칭할 수 있는 들을 가리키는데, 난 이런 종류의 들이 지닐 수 

있는 가치를 오랫동안 신임해 온 편이다. 이는 잡문도 잘 쓰기만 한다면 학술

논문 못지않게 값질 것이며 한 시  혹은 한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던 사안들의 

성격을 짐작  할 문헌으로 오래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는 뜻이다.”

여기에 옮긴 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잡문에 속한다. 법학자들 사이에서 일어

나는 의견의 교환이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서신들

을 통해서 “한 시  혹은 한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던 사안들의 성격을 짐작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3.

이 들은 모두 원래 나에게 책(번역서를 포함하여)을 보내 주신 분 자신이 읽

을 것으로서 그 술에 한 ｢私感｣을 은 것이다. 그러므로 를 들면 흔히 서

평류에서 보이는 그 술내용의 요약이라든가 그 술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

졌는가에 한 설명 등은 일  없다. 그러므로 이 들을 굳이 ｢서평｣이라는 

에서 읽는다면, 이는 격의 ｢비정통 ｣인 서평으로서 매우 불친 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 들이 굳이 서평의 에서 읽히지 않고, 앞

서 말한 로 단지 사람들 사이의 교분의 자취로서 읽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에 실음에 있어서는 명백한 오류, 즉 받는 분도 알아차렸을 것이 분명한 

잘못을 고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원래 로 두

었다. 물론 각주는 이번에 새로 달았다.

Ⅱ. 이상돈, 법사회학 (2000) ― 2000년 12월 7일
3)

이상돈 교수님,

먼발치에서만 교수님의 학문  업 이 맹렬하게 분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

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보내어 주신 서 법사회학을 고마운 마음으로 ――

3) 각 항목 제목의 끝에 붙인 日字는 이 서신을 쓴 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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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 입니다마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법해석

학, 그것도 민법해석학에 념하려고 하는 나로서도 여러 가지로 배운 바가 많았

습니다. 칸트가 비꼰 로 ‘아무 안장에나 쉽게 바꿔 올라타는’ 법학자에 한 

警戒로서도 교수님의 연구 성과가 도움이 되지요. 특히 나는 이 책에서 다룬 베

버나 하버마스나 루만을 그야말로 쥐구멍으로 세상 바라보듯이밖에는 읽어 보지 

못하 으므로, 이러한 종합  서술로 그 읽은 바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

었다고 감히 말 드릴 수 있고, 이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서신이 단순한 인사치 가 되지 않도록 하기 하여 굳이 덧붙이자면, 

나는 이 책을 덮으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첫째, 베버에 한 이해나 그 비 이 무 하버마스  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닌가. 특히 나는 “베버가 형식  합리성과 실질  합리성의 립을 ‘시 의 운명’
으로 악하고, 극 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은 여 히 한계로 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서술(96면)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아마도 

하버마스는 후에 잊 질지 몰라도 베버는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수님이 부터 말하여 온 ｢법모델의 삼 단계 발 ｣에 하여서입니다. 

물론 교수님 스스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법 유형을 오늘날의 법(질서)을 구성

하는 복잡한 요소들의 이념형(Idealtypus)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

다(5면). 그러나 그 ｢단계｣라거나 ｢발 ｣이라는 표  자체가 그러한 로,  이

것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역사  발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는 

에서도 그러한데, 이는 결국 재의 ｢서구｣(이 ｢서구｣도 웬만해서는 이 게 하

나의 단 로 쉽사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인데)의 법은 그 제1단계의 법이 아니라 

그 제3단계의 법으로 악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는 그 게 

말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과연 재의 독일의 법 는 미

국의 법 는 랑스의 법의 성격을 체 으로 악할 때, 과연 이를 ｢자유주의

｣이라기보다는 ｢ 차주의 ｣이라고 할 수 있는지, ――베버  의미에서―― 

｢형식 ｣이라기보다는 ｢반성 ｣이라고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나에게는 오히려 

그들 법이 여 히 기본 으로 ｢자유주의 ｣이며  ｢형식 ｣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들 법의 역사  발 과정은 ｢모델｣의 변환이라기보다는 같은 바탕색채 에 

톤이 미묘하게 다른 무늬가 부분 으로 나타난다고 표 하는 것이 합하지 않

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를 들면 20세기 후반에 민법에서 새로이 등장한 요

한 주제어 의 하나인 인격권 같은 것은 ｢ 차주의 ｣․｢반성 ｣․｢탈간섭주의

｣의 으로는 잘 설명될 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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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하버마스의 이론에 한 것입니다. 이에 하여는 여러 사람의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나로서도 그 이론의 요성과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차한 의미를 부인할 마음은 조 도 없습니다. 다만 ｢의사소통의 차｣나 그 

｢ 제조건｣을 일방 으로 강조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

다. 182면 이하에서 든 에 비추어 보아도, “당사자들이 종교인, 의료인 등과의 

의사소통  교류를 펼친 후에 자율 인 윤리  성찰을 토 로 실존  결단을 내

리게 되면 그것을 ‘합법화’하는 차만을 규정하는 식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라

면, 거기서 그 이론에서 ｢자율 인 윤리  성찰｣이나 ｢실존  결단｣은 어디에 

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민법해석학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의 제조건｣이 아무리 갖추어졌어도 스스로에게조차 납득

이 잘 안 되는 양자의 해결책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결국 나로서는 “탈근 인 법체계의 빠른 성장은 아직 잔존해 있는 근

인 법문화와 연합하여 개인의 주체성이나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보다

는 국가에 의존하여 사는 후견주의  삶의 방식을 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교수님의 우려(7면)에는 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이 얼마나 

더 실화될 것인지는 21세기에 본격화될 제3의 법모델, 즉 차  법모델이 어

떤 형태로 개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문제 진단에는 좀 더 고민하여

야 할 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교수님의 술에 한 敬意의 표 으로 말 드린 것임을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올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하겠습

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Ⅲ. 김화진, 소유와 경  (2003) ― 2003년 9월 1일

김화진 변호사님,4)

보내어 주신 소유와 경 을 받은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난 듯합니다. 

4) 그는 이 서신을 받을 당시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어느 법률사무소에 근무하
고 있었는데 그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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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책을 술하셔서 보내 주신 것에 하여는 책을 잘 읽고 나름 로의 감

상을 말 드림으로써 부족하나마 보답으로 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방

학 내내 쓸데없는 다른 일에 려다니다가 오늘 개강 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혹 무 늦어지지 않을까 겁이 나서, 우선 몇 군데 들추어 본 다음 감사의 말

을 드리고자 이 을 니다. 이미 한참 입니다마는 M&A와 경 권을 받았

을 때에 그런 일을 질러서, 이번에는 그런 실례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

다. 말이 나온 김에 섣불리 한 마디 덧붙이자면, 에 언뜻 본 M&A …가 규

정 기타의 소재를 모아서 나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인상이 남아 있는데, 
이번의 서는 그 간의 蘊蓄이 구석구석 배어들어 있어서, 그야말로 학문의 ｢즐

거움｣이 읽는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아, 기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 있구나 하는 느낌이 뚜렷했습니다. 
민법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 상, 특히 ｢새로운｣ 사

정에 한 법  근이 ｢ 역주의｣의 탓인지 분야별로 分節化되는 것이 매우 아

쉬웠습니다. 기업의 지배와 경 ,  그 자 조달 등에 련한 근자의 새로운 양

상은 내 생각으로는 민법 공부에 있어서 하나의 도 이면서 한 민법 자체에 

한 이해를 넓히고 깊게 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기업에 련한 일이 되어가는 모습, 나아가 세계화나 정보화 등이 우리가 사는 

양상의 바탕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모두 사람의 자유로운 

발상과 자유로운 행 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에 한 법  악은 가장 보

편 이고 기 인 법이며 한 뭐니뭐니 해도 ｢자율｣의 법인 민법의 어떠한 뒷

받침 없이는 혹 한계가 쉽게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법 는 민법학이 지 까지 그러한 근본문제에 어떠한 답을 해 왔

는가, 할 일은 다해 왔는가 하는 참담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계약 는 법률행

, 법인 기타의 단체, 지배의 원형으로서의 소유권, 나아가 그 바탕으로서의 인

격 등과 같이 말하자면 법의 原形質이라고 할 기본개념을 새롭게 음미해 볼 수 

있는 소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를 들어 Enron 사건은 비단 기업회계의 정

만이 아니라, 法人의 존재이유에서부터 나아가서는 인간의 자율과 정부의 규율이

라는 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까지 곱씹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에서 말하자면, 우리, 어도 나에게는 익숙한 륙법  사고에 

하여 법률가의 활동방식을 포함하여 ｢미국법｣이 제기하는 도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하여 아마 독일과 미국에서 두루 공부한 김 변호사님으로

서는 할 말이 지 않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듣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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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입니다. 앞으로도 꾸 히 좋은 연구를 쌓으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Ⅳ. 강정인, 서구 심주의를 넘어서 (2004) ― 2004년 9월 5일

강정인 교수님,5)

이라기보다는 ‘정인아’라고 부르고 싶은데, 기왕 썼으니 그냥 놔 둔다. 보내  

서 서구 심주의를 넘어서를 잘 받았다. 고맙다.

나는 가 책을 보내 주면, 그것이 공들여 쓰여진 것인 한에서는, 다 읽고 내 

감상 같은 것을 붙여서 감사의 답장을 보내곤 한다. 이 책에 해서도 그리 하고 

싶은데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제1장과 제4부 부, 그리고 ‘책을 마치며’만을 읽어 

보았다. 내 사정으로 아마 며칠 안에 이 책을 모두 다 읽는 것은 어려울 듯한데, 

우선 책을 고맙게 받았다는 뜻을 알리고 싶어서 여기서 답장을 쓰기로 했다.

사실 요즘 읽은 것으로 이만큼 내 흥미를 돋운 책은 많지 않다. 그만큼 문제

의식이 뚜렷하고, 논지가 수미일 하고, 증이 ‘ 실’하고,  자료도 풍부하다

(독일어로 gut dokumentiert (이 말은 잘 번역이 안 되는데, 련되는 문헌 기타 

자료를 두루 모으고 꼼꼼히 읽어서 그 작업의 결과가 에 잘 투 되어 있다는 

정도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 시간 가는  모르고 읽었다. 좋은 책이고, 학

원생들에게도 읽도록 해 볼까 생각 이다. ‘서구 심주의’의 학문  폐해는 아

마도 특히 법학에서 하니까. 내가 즐겨 인용하는 로, “[독일에는] 경제학을 

낳을 실제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제학은 완제품으로 국과 랑

스로부터 수입되어야 했다. 독일 교수들은 학생에 불과했다. 외국의 실에 한 

이론  표 이 그들에 의하여 敎義集으로 화되고, 그들을 둘러싼 소상업세계에 

비추어 해석됨으로써 오해되었다.”(마르크스, 자본론, 독어 제2  후기)

그런데 몇 가지 잘 모르겠는 것 는 의문도 생겼다.

첫째, “서구문물이 지닌 ‘소 한 자원’으로서의 성격”이란 구체 으로 무엇을 

5) 강정인 교수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후배이면서, 내 친구의 동생이다.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학과에 봉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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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근 문명을 설명․비 ․창조함에 있어서 서

구인들의 사고와 해석을 ‘우선 ’으로 참고”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우선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우선성’은 “서구문명에 해 무비 으로 

부여하는 우월 이고 보편 인 지 ”와 어떻게 다른가? “우선 으로 참작하는 것

이 우월 이고 최종 인 고려로 비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둘이 과

연 크게 다른가? “서구인들이 근 문명을 자신들의 이미지에 따라 창조했기 때

문”(강조는 인용자)에 그들의 사고와 해석이 ‘우선 ’으로 참고되어야 한다면, 왜 

그것이 ｢우월 이고 최종 인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이상 558면) 

둘째, 인권의 ‘보편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동아

시아  가치’를 말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인권을 억압하는 구실이 된다

(442면에도 Nussbaum의 인용과 함께 이 이 지 되어 있다). 그 게 보면 과연 

“ 통사상과 서구사상의 균형 인 섭취를 강조”하고 “양자의 융합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필자의 궁극 인 입장’(513면)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서 ｢첫째｣에서 말한 것과도 연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책은 

“ 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상  자원을 보편 인 이념이나 원칙을 심으로 새

롭게 재해석함으로써, 다시 말해 그 정 인 측면을 더욱 숙성시키고 부정 인 

측면을 해제함으로써”라는 것을 서구 심주의 극복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512면).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보편 인 이념이나 원칙’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여지는 것이며, 나아가 ‘ 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상  자원’의 정 인 측

면/부정 인 측면은 어떠한 기 에 의해서 정하여지는 것일까?
셋째,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특히 종 의 ‘ 심’이었던 국과의 계에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문화  유산’을 인류 문명의 보편  자산으로서 이를 보

존․확충․쇄신하는 것은 좋은데(513면), 그 내용이 구체 으로는 도교, 巫敎, 불

교 는 유교라고 한다면(511면), 그 에서 무교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 도교, 불

교, 유교는 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완제품으로 수입된’(511면) 것이 아닌가? 
그것들이 “한국의 정치  지형과 풍토에 뿌리를 내린 원 이고 내재 인 정당

성”(509면)에 의하여 뒷받침된 사상 는 종교체계인가? (언젠가 어떤 사람이 우

리처럼 지배  종교 는 사상이 ｢불교 → 유교 → 기독교｣로 변한 사회는 드물

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것들이 ‘한국 사회가 물려받은 통 인 사상  자원’
이라면, ‘서구의 진(진보) 인 여성해방론’(511면)도 머지않아,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 통  사상  자원’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한국  다문화주의  이론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 통의 화’ 작업이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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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의를 극복하기 해 추구할 수 있는 유력한 학문  안”이라고 하는데

(505면 이하), 그 에 우선 ｢ 통｣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넷째, 이 책에는 ‘ 실에 한 실성’이라는 말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론은 일반 으로 실 는 실의 필요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를 들어 롤스의 정의론이 “[이러 러한] 시 에, 자

유주의의 기본틀 내에서 가능한 최 한의 복지정책을 정당화하기 해 제시된 

이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395면) “한국과 같은 진국 수 에서 민주  합

의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론”(396면)은 가능해도, 보편 인, 당해 사회의 필

요를 넘어선, 모든 실에 ‘ 실한’ 는 ‘ 실하도록 애써야 하는’ 정의론은 불

가능한가? 후진국에서 실 되어야 하는 정의와 선진국에서 실 되어야 하는 정

의는 아  달라야 하는가? 만일 그러한 보편이론이 불가능하다면, “  서구인

들의 문제의식을 어도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재맥락화”(399면)라도 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즉 와 같은 이론의 실규정성이 엄격히 철된다면, 이는 

｢재맥락화｣를 애 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다섯째, 서구 심주의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는 기득권층은 그 극복을 주장하는 

입장에 해 “그 의에는 공감하면서도 미묘한 항감을 느끼는 듯하다”고 한

다(392면). 이러한 지 은 혹시 논의를 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즉 서구

심주의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극복’이 아니라 그로 인한 폐해의 

‘계기 ’ 시정으로 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 하여는, “ 는 혜택 입는 기득권층

이야. 내 개인  이익을 보호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라고 쉽사리 몰아붙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이상은 “옳거니!” 하고 계속 무릎을 치며 책을 읽으면서도, 얼핏 내 머리 속을 

스쳐간 주제넘은 의문들이다. 이것은 나 자신이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어서, 스스

로에게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이런 

의문이 사라질 수 있으리라 기 해 본다. 

다시 한 번 서구 심주의를 총체 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는 말

을 하고 싶다.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다오. 이만 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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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상돈, 인권법 (2005) ― 2005년 9월 6일

이상돈 교수님,

보내 주신 서 인권법을 감사의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의 활발

한 술활동과 실한 문제제기를 항상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보던 차인데,  하

나의 서를 내신 것에 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인권에 해서는 로서도 약간

의 심이 없지 않은 터이라, 바로 읽어 보았습니다. 이 교수님의 학문에 한 

존경, 그리고 이번에 유익하고 배울 것 많은 책읽기의 기회를 주신 데 한 고마

움을 담아 몇 가지 ｢느낌｣을 어 니다.

첫째, 제 문제 심으로 말하면 우선 ｢근  인권사상의 실천  한계｣ 에서 

｢문화  소외｣를 논의한 부분이 흥미를 끌었습니다(48면부터 60면). 특히 는 

59면부터 60면까지의 서술에 한참 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는 무엇보다도 서

구도 근 도 아닌 오늘날의 한국에서 ｢인권｣을 이 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편

｣ 가치로 논하는 것 자체가 ――이 교수님의 표 에 의하면―― ｢인권의 보

편성 개념｣(60면) 없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도 “제
3세계의 사회에서도 서구의 근  인권개념이 언제까지나 이방인들의 특수한 

문화  상으로 남아 있지는 않는다. 인권개념이 다른 문화를 지닌 사회의 통 

개념과 융합하면서 서서히 그 사회 안에서도 보편성을 얻어가게 되는 것이다”(59
면)라고 하고,  서구  인권개념이 수행하는 문화  소외의 정치  의미는 인

권개념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이식되는 역사의 정치경제  

실에서 인권개념에 부가된 부정 인 속성”이어서 그것을 배제하고 한 의식

하여 경계한다면 “여 히 인권의 보편성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60
면). 그 게 보면 이미 머리말에서 “인권의 보편성은 애당  국경을 넘어서 있는 

것이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인 효력으로 환되어 가고 있다”고 한 

것도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v면). 아니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선험 이거

나 형이상학 인 방식이 아닌 상호  화를 통하여”(59면) 인권의 타당성이 이

미 충분히 근거 지어졌음을 제로 하는 것인지요?
둘째, 이 교수님은 ――항상 주장하듯이―― “인권의 보편성은 ‘실체’가 아닌 

‘ 차’의 에서 재구성된다”고 합니다(94면 이하). 사실 는 이러한 ｢ 차주

의｣에 하여는 그 가치를 어느 만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

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한 논의는 피하기로 하는데, 를 들어 95면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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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례｣에 하여 “할례의 문제는 … 그 문화권의 입을 통해 이야기될 수 있

으며, 비 인 자기성찰을 통하여 그 사회의 내부에서 지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는 기본 인 ‘실체 ’ 가치에 한 합의 없이 단지 

｢비 인 자기성찰｣만을 통해서 할례가 지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할례와 ‘오염되지 않고 화 으로 짜인’ 의사소통 차와는 그 자체

로서 결정 으로 모순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는 여성할례가 ‘일정한 문화  

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인될 수는 없다고 니다. 오히려 그러한 의사소통 차

에 한 논의는 여성할례의 강요된 행을 연장하는 ｢정치 ｣ 수단일 험이 있

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는 여성할례를 포경수술이나 성형수술 등과 같은 

언필칭 ‘문화 ’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에 조  놀랐습니다. 이 교수님은 “우리가 

인권의 실체 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는 비록 인권

의 실체 인 내용이 구체 이고 세부 인 에서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고는 해도, ｢인권｣이 체 으로 개별  ‘문화’의 한계에 갇힐 수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셋째, 다시 앞서 본 59면부터 60면까지에서 서술한 것과 련되는데, 근  서

구가 아닌 ‘문화’에서 인권개념이 “서서히 보편성을 얻어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를 들어 성형수술이 아니라 하필 다름아닌 인권개념이 서서히

나마 ｢보편성을 얻게｣ 될까요? 여성할례는 어떠한 것이길래 보편성을 얻지 못할

까요? “여성의 정숙성에 한 폭력  강요가 지니는 문제 이나 할례의 비 생

성과 험성, 그리고 할례시술을 받은 소녀들이 느끼는 심리  공포와 상처 등” 
(95면)으로부터 일정한 ‘실체 ’ 가치를 추출할 수는 없을까요?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성과 감성의 소통과정에서 서로를 반 하며 짜기워질” 
(60면) 수 있을까요?  보다 단 으로는, 거기서 “인권개념이 보편성을 얻는다”
고 할 때에 그것은 ｢상호  화｣라는 차가 보편성을 얻는다는 의미인가요, 아

니면 ｢이성과 감성의 소통과정에서 서로를 반 하며 짜기워지는 상호텍스트성｣

에 의거한 결과로 얻어지는 인권이라는 어떠한 실체  가치가 보편성을 얻어진

다는 의미인가요? 

마지막으로 쓰기의 방식과 련된 것인데, 18면 이하와 93면 주 13, 49면 

주 24와 94면 주 18과 같이 복되는 서술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주제넘게 말이 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교수님의 생각을 체 으로 이해

하지 못한 데서 오는 편 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혜량하여 주시고, 앞

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연구성과를 내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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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만 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Ⅵ. 조규창, 比 法 (上) (下) (2006) ― 2006년 4월 13일

존경하옵는 曺圭昌 교수님,

오래 소식 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그 동안 평안하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진기 교수를 통하여 보내 주신 교수님의 서 比較法(上)

(下)를 잘 받았습니다. 무려 1,400면이 넘는 이 술이 우리 법학사에 길이 남

을 명 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교법학 일반론이나 법계론도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 법의 역사를 정리하신 것(하권, 165면 이하)을 배경으로 

재 우리 법의 상을 서술하신 부분(하권, 344면 이하), 그리고 법계수를 일반

으로 검토하면서 우리 법사에서의 법계수의 여러 측면을 들어 밝히신 부분(하

권, 422면, 427면 이하, 441면 이하, 453면 이하 등)은 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보면 이 술의 압권이라고 여겨집니다.

는 교수님께서 “법의 계수는 단순히 정치  역학 계가 아니라 법제도의 문

화  우월성이 이의 존속을 승인한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외국법을 자발 으

로 수용하 느냐 는 식민지세력의 강제시행 이른바 강제로 계수하 느냐는 계

수법의 실용  유용성의 에서 문제되지 않는다”(331면), “법의 계수는 단순

한 힘의 작용이 아니라 질  가치의 문제로서 우수한 법문화가 한 지 로 

침투․확산함이 일반  상이다. 법계수의 원인이 외국법제도의 문화  우월성

에 있음…”(427면), “한국이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에서 해방된 후에도 식민지시

에 용되었던 부분의 기본법제도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신생공화국의 실정

법으로 활용될 수 있었음은 일본이 한국에 시행한 법령이 일본의 고유법제도가 

아니라 이들이 19세기 후반기에 국가 근 화와 산업화를 하여 수용한 서구의 

합리 , 보편 인 시민법제도이기 때문이다”(427면 이하)라고 말 하신 것에는 

큰 사고의 자극을 받습니다. 한편, “외국의 법규정이 계수법국가에서 법원칙으로 

강화되고, 외국의 법이론이 법이념으로 미화․각색되며, 외국의 법이념이 종교  

확신으로 승화하여 교조  신의 상이 된다”(454면)라고 하신 구 에서는 벌

떡 일어나 춤이라도 한바탕 추고 싶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한국법에 미친 독일법의 향을 과 평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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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독일법의 향은 한국법학에 미친 이론  향이지 법 실무에 미친 

향은 아니기 때문이다”(350면. 422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문화발 에 미

친 독일법제도의 향을 과 평가할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독일법의 향은 법

학과 법이론(Rechtstheorie)상의 향이지 입법과 법원 례인 법 실무(Rechtspraxis)
는 일본법의 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서구법 수용에 의한 법 발 에 있어서 선후와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동일한 발 단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법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하겠다. … 한국의 법률가는 가장 안 , 확실하고 효율

인 방법으로 일본에서 채용하고 지의 법률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여과된 내

용의 서구법을 간 수용하고 있다”(350면 이하)라고 하십니다. 는 민법학을 연

구하는 입장에서 교수님께서 와 같이 말 하신 ｢법이론 = 독일｣, ｢법실무 = 일

본｣의 隔絶을 무 뜨리는 것이 우리 민법학의 최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법이론과 법실무는 긴장 계 속에서도 하나이어야 하기 때문입

니다. 결국 한편으로 법이론을 공부하는 상을 지 보다 훨씬 다양화하여, 랑

스, 국, 미국, 일본 등의 다른 나라로도 넓히고( 의 유럽민법 통합작업이 

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 재 있는 법｣을 엄

정하게 인식․ 악하여 그 문제 을 확인하고, 외국법을 그 자체 ｢진리｣로서가 

아니라 이처럼 악된 문제 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긴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주제넘게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의 比較法을 통하여 에게 주신 크나큰 가르침과 자극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부디 앞으로도 더욱 찬란한 연구성과를 

거두시고 희 후학들의 원한 지표로 남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은 이만 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Ⅶ. 金相瑢, 家族法硏究 Ⅱ (2006)  金疇洙․金相瑢, 

親族⋅相續法, 제8 (2006) ― 2006년 5월 19일

金相瑢 교수님,

그 동안 격조하 습니다. 내 두루 평안하시고 연구에 많은 진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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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어 주신 親族․相續法, 제8 과 家族法硏究 Ⅱ를 拜受한 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서야 감사의 말 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는 

술을 잘 읽고 감상을 말 드리는 것이 애써 술하시고 보내 주신 분에 한 

답례라고 알아 왔습니다. 이번에는 의 게으름으로 특히 家族法硏究 Ⅱ를 읽

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는 법학교수 개인의 논문집이 없는 것이 우리 법학이 안고 있는 문제 의 

한 측면을 잘 보여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에서 김 교수님이 단행 논문집을 

낸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 모로 배우는 바가 많았고,  가족법의 개 에 

한 김 교수님의 열정을 행간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는 특히 입법론, 나아가 정책  제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는 것이 에 뜨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 안”, “… 방안”, “… 개선방

향”, “… 제도의 필요성” 등과 같은 것이 많습니다. 민법 제4편․제5편의 규정 

는 제도와 련하여 입법론 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지 않겠지요. 그런

데 한 사람의 학자가 친족법의 이 게 다양한 요문제에 하여 짧은 시간 안

에 이 게 많은 입법론을 개한 것에 하여는, 놀라움을 치 못합니다.

한편 를 들어 김 교수님은 이혼에서의 유책주의와 탄주의의 문제에 하

여 결론 으로 “실제 생활에 있어서 이미 탄되어 존재하지 않는 혼인 계를 

법의 역에서만 존속하게 한다고 해서 혼인제도의 보호라는 기본목 이 달성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 우리 사회의 실과 법감정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유책

주의를 탄주의로 체하는 것은 기 하기 어렵겠지만, 장래 탄주의가 차 

확산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망된다”(親族․相續法, 170면. 硏究 Ⅱ, 102면 이

하에 이미 동일한 취지가 쓰여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

리나라의 재 실정에서 혼인이 탄되어 실제 생활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

지를 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를 들어 부부가 10년, 

20년 이상 동거하지 않고 그  夫가 다른 사람과 살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그들이 호  기타 공  장부상으로 혼인 계를 엄연히 유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외형 ｣ 계라도 유지할 만한 는 유지해야만 할 실제의 어떠

한 ｢고려｣ 내지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려｣ 등은 

당사자들에게 부부 기타의 가족 계가 가지는 막 한 의미로 볼 때 매우 심각한 

것으로서, 그러한 혼인 계를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해도 좋을지 잘 모르

겠습니다. 흔한 를 들어, 아이들에게 이혼한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

게 하려고 이혼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남으로부터 “이혼한 부부의 자식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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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는 것” 는 내가 “이혼한 부부의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는 우리

나라 사람에게서 어떠한 의미가 얼마만큼 있을까요? 그것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

에서와 아주 같을까요? 그 의미가 보다 크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른바 후진

성의 한 발 이기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와 같은 이유로 의이혼을 거부하

고  재 상 이혼청구에서도 와 같은 을 내세워 그 청구에 하여 한사코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합리 이기만 한 주장일까요? 이혼은 안 했지만 

｢결딴난｣ 가정의 자식이라는 것과 이혼한 부부의 자식이라는 것은 별로 다를 바 

없다고 해야 할까요? 
김 교수님은 앞서 인용한 에서 ｢우리 사회의 실과 법감정｣을 말 하 습

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탄주의의 

확 를 경계하는 학설과 례의 태도는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사회  약자인 배

우자 (많은 경우 처)의 부양청구권을 보호한다는 에서 설명되어 왔다”고 하

고, ｢사회  약자인 배우자의 부양청구권의 보호｣라는 시각에서 논의를 개하고 

있습니다. 는 ｢우리 사회의 실과 법감정｣을 부양청구권의 시각에만 한정하여

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일반 으로 말하자면, 이미 잘 

표 되고 논리 으로 정식화되어서 우리의 머리에 쉽게 다가오게 되는 서구 문

헌의 문법과 논리와 제를 잘 배우는 것도 요합니다. 동시에, 물론 복잡하고 

어렵고 미묘하고 잘 표 되어 있지도 않지만, ｢우리 사회의 실과 법감정｣의 핵

심  사태를 잘 표 하고 논리 으로 정식화하고 일반  이해틀로 설명하는 것

이야말로 우리 학자들이 꼭 해야 할 일 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계가 앞으로 서구에 비슷하게 되는 측면이 늘어날 것은 틀림이 없

어도 는 아마  같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니다.
언필칭 ｢감상｣이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여서 김 교수님의 취지를 오해한 이 

많을  압니다. 의 호의와 진정을 믿어 주실  믿기에 솔직하게 말 드려 보

았습니다. 海容을 구합니다.

오늘은 이만 입니다. 감사의 말 이 늦어진 것에 하여 다시 한 번 사죄드

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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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원열 역, 민주주의와 법원의 헌심사 (2006) 
― 2006년 12월 28일

全元烈 부장님,6)

지난주에 받은 일리의 책7)을 성탄  휴일 에 읽었습니다. 우선 그 간의 노

력이 이처럼 결실을 맺은 것을 축하합니다. 요즘 읽은 것 에 제일 재미있었습

니다. 법 책으로 이만큼 재미있다는 것은 필자의 학문  역량이 그만큼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 책에는 유머도 있고, 잘 공부한 사람이 쓴 책(가령 칸트

의 순수이성비  같은 책)에서 흔히 그 듯이 보다 일반 인 교시 같은 것도 

담겨 있어서, 법 책인데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쉬운 를 들면, “공직자

들은 권한을 획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의 하나는 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

는 것을 안다”든가(133면), “법조에 종사하면 여러 학문 역과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우리가 그 각 역을 마스터하 다는 환상을 종종 갖게 된다”든가

(154면), “자신의 권력 유지 여부가 다른 목소리를 잠재우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사람은, 아무리 선의로 생각해도, 더 객 인 찰자라면 부 하다고 할 이유

를 아주 긴요한 이유라고 스스로 확신하기 쉽다”든가(253면)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인 에피소드나 속내까지 써 있습니다(189면의 비 에 한 서술, 

245면 각주의 “필자는 … 염려했었다”, 394면의 10  때의 사형제 토론 등).

놀랄만한 공부의 축 이고(그 배경에 있는 미국 ｢학계｣의 두터움이 부럽지요), 
놀랄만한 표 의 생생함입니다. 사태를 확하게 악하는 리한 통찰은, 단지 

하나의 로 표 의 자유에 한 설명에서 언론/행동의 구별에 한 서술(266면 

6) 전원열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현석 
판사가 번역한 미국 기업 파산법 (2005)의 경우도 그렇거니와 판사들이 그 격무 중에 
번역서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후 2007년에도 밀턴 프리드먼, 심준
보․변동열 옮김, 자본주의와 자유(2007)가 나왔다. 이 책은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법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책이고, 게다가 원저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은 
45년 전의 1962년에 출간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 번 번역본이 나왔었다. 그런
데도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책을 번역․출간하게 하였는지
(同書, 319면은 “우리가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으면서 느꼈던 깨달음과 감동을 다른 사
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 우리 두 사람을 능력에 부
치는 번역작업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7) 존 하트 일리, 전원열 옮김, 민주주의와 법원의 헌심사(2006). 원저는 John Hart Ely,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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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 나타납니다. 법은 이와 같이 성질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악하는 통찰의 창고라고 해도 됩니다(내가 즐겨드는 로, 선의취득에 한 제

249조 이하의 규정은, 부동산을 배제한다는 陰의 그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통찰

을 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철학과 법 해석의 계에 한 서술부분

(156면 이하)에서는 요즈음 내가 하는 작업과도 련해서 스스로 가슴 한쪽이 서

늘해졌습니다. 아마도 미국  ｢법학｣의 진수가 역시 가장 미국 인 그 헌법에 

한 논의를 통하여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책은 기본 으로 헌법해석

방법론( 는 자의 표 에 의하면, 헌법해석의 ｢이론  차원｣ at the level of 
theory, 342면 는 ｢논리  다리｣ logical bridge의 문제, 343면)에 한 것인데, 

독일이나 랑스에서는 법학방법론 논의를 이런 시각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에 이사야 벌린의 책을 읽었는데, 그의 내면을 이룬 러시아, 
국, 유 의 세 문화에 한 언 (“The Three Strands in My Life”)에서 말한 

국의 ｢경험  통｣을 새삼 되새겨 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가치보호  근방법보다는 차지향 인 필자의 주장이 우

리나라에서 어느 만큼 설득력이 있는지는 검토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는 개인의 자율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그야말

로 무의식 으로 공유되는 가치 제인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실체  

가치｣를 법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옹호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222면

에 인용된 아 트의 말에서 시사하듯이, 그것은 독일이나 랑스 등과 같은 유럽

륙의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를 들어 유럽에서 20개 가까운 나라는 유

태인 집단학살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 자체를 형사범죄로 처벌합니다(그런 법이 

없는 국 국 의 어느 극우 교수가 아우슈비츠 가스실의 존재를 부인하는 

연설을 하 다는 죄목으로 오스트리아에서 3년의 실형에 처해져서 복역 이라

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401면 이하에서 보는 로 페리 교수가 바로 이 

을 지 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는 미국식 ｢표 의 자유｣로써는 불

가해 할 것이나, 나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도 보듯,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  미국은 미국 로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고(이 책에서 필자의 미국 악의 핵심은 “미국은 여러 소수자들로 구성된 나

라이고, 따라서 우리의 사회체제의 기반이 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이슈에 하

여 결합을 하여 다수자를 형성하도록 하는 그런 ‘ 첩된 이해 계’를 악해 내

는 여러 다양한 집단의 능력과 극성이다”(348면)라는 말에서 드러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맥락을 발견․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한편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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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은, 나치는 물론 아니고, 단순화해서 말하면 

가족(孝)이나 국가(忠)를 앞세우는 신분제 옹호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입니다. 
그 반 편에 있는 바의 개인 는 私가 칸트 인 선험윤리를 갖추어야 할 것이

지만, 그러나 우선 개인이 서지 않으면 도덕도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자신의 이익만을 감싸는 어리석은 이기주의와 ｢여럿｣의 뒤로 숨는 비겁한 

공동체주의 사이에서 굳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를 택해

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에는 어도 자발  생기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자신을 하여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반성하게 하는 도덕  비약의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지근한, 그러나 강요된 도덕성보다 낫

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를 들어 “법 이 기본  가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구조 인 

편견이 있다”고 말하는 것(158면)이 일면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쉽사리 

그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인민자치를 내세워서 

이른바 민주주의를 실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지 모르지만, 사실 미국과 국은 

삶에 한 태도에 한 정신  뿌리( 랑스에서 mentalité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

서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945년 해방 후로 그러한 망딸리떼를 포함하

여 모든 방면에서 라다임 환을 수행해야 하는데(1948년에 완 한 민주화[그
것이 무엇이든]가 이룩되었다고 가정해도, 우리 국민이 ｢실체  가치｣의 인도 없

이 충분한 의사소통과 토론만으로 우리가 보는 로의 제헌헌법, 그 에서 시장

경제의 헌법을 택하 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은 ――우리나라

에서 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보다 기본 인 문제가 있지만, 우선―― 그 

략 인 도구의 하나로서도 매우 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에는 풀

러의 말에 있는 ｢헌법 자체의 도덕  힘｣이라는 문구(221면)가 좋아 보입니다. 
물론 법 은 자신의 가치나 생각을 법의 이름으로, 는 헌법 제103조의 ｢양심｣

의 이름으로 남에게 강요하여서는 안 되고(이 은 우리 사법의 실제를 보면 충

분히 경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객  법과 법 해석 사이

를 명확하게 경계 짓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은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객  법의 배후에 있는 일정한 기본 인 실체  가치를 아주 부인할 수는 없

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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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에 번역 는 교정과 련된 계륵을 덧붙입니다.

 1. 48면 : 명문가(名文家) → 名門家

 2. 142면 : 1872년에 래드웰 부인의 법률가가 되겠다는 신청 → 1873년[원

문도 오류인 듯함]에 변호사가 되겠다는 래드웰 부인의 신청

 3. 143면 역주 9 : 시민의 불복종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으로 꼽힌다”고 

할 수 있을까요?

 4. 170면 이하에서 conventional moral을 ｢실정도덕｣으로 번역한 것은 아무래

도 좀 이상합니다. ｢재래의 도덕｣ 는 ｢양식화된 도덕｣ 정도가 어떨까 합

니다. 물론 재래의 도덕도 “ 기 바깥에 있는 것”으로 악된다는 의미에

서는 혹 실정 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도덕이 말의 한 의미에

서 實定的일 수 있는지 우선 의문입니다.

 5. 174면 주 105 : 이 책 → 이 

 6. 180면 주 119 : “추상  권리를 평등한 배려와 존 에 하여 집행하는 

쪽으로 …” → “평등한 배려와 존 에 한 추상  권리[이것이 드워킨 

법철학의 기본명제입니다]를 실 하는 쪽으로 …”

 7. 185면 “자신의 얼굴 로 자빠져 버렸다” → fall ( 는 flat) on one’s face

는 낭패를 보다, 실패하다의 뜻

 8. 188면 역주 25 : 로버트 네디가 “37  민주당 후보로 통령선거에 출

마”하 다는 서술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지명 에 출마

하 다”라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9. 243면 : 린드는 연방 법 이 아니라 오 곤 주 법원의 법 을 지냈는

데, 오해의 소지는 없을까요? 

10. 390면 역주 15 : 미국에서 imprisonment는 징역․ 고․구류를 포함해서 

자유형 일반을 가리키고, 그 에서 징역형은 imprisonment with hard 

labor라고 한다는 것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1. 보다 일반 으로, 호 안이나 ― ― 안의 문장에서는 끝을 …임, …함이

라는 식으로 명사형 어미를 취한 경우가 많은데, 어색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 몇 가지.

1. 8면 련 : 인용빈도가 실린 The Journal of Legal Studies는 몇 권 몇 호인

가요? 

2. 166면 주 88, 337면 주 46 련 : 미국에서는 ｢변론요지서｣나 ｢ 비서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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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 근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법 책에 ――비록 번역으로라도―― 처음으로 등장한 

｢좆｣(267면)에 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