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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법학과 과학의 계에 한 논의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러한 스펙

트럼의 양 극단에는 법학이 과학과는 독자 인 역을 가지는 고유의 학문분야라는 

의견과 법학은 곧 과학의 일부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사이에는 법학에는 과학과

는 구분되는 독자 인 역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학의 일부는 과학의 일

부분에 속한다는 의견들이 존재하며, 그 범 가 어디까지인가에 해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부분 논의에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의 모호성에 기인하고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학  과학의 의미에 한 성찰  고

찰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법학과 과학의 계에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반 으로 과학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연구방법의 과학성’이다. 즉 과학은 단

순히 보편 이거나 특수한 지식 자체가 아니라, ‘과학  방법론’에 의해 결집된 지

식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엄격한 구분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우며, 결과 으로 법학 역시 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학은 과학의 일원으로서, 정상과학  연구수행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오히려 필요하다 할 것인 바, 개념체계의 정비  논쟁의 활성화를 통해서 

과학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법학, 과학, 과학성, 정상과학, 개념, 논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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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2009년 3월, 지 않은 기 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법학 문 학원이 출

범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30년간 진행된 민주화의 장이 사회 각 분야에 있어

서의 법치주의의 속한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다양화, 국제화, 
첨단화에 따라 각 분야에서 생소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

는 실이 법조인들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함에 따라,1) 이에 한 극 인 

응책 가운데 하나로 미국식 로스쿨(lawschool)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학

문 학원 심의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마련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학계가 이러한 법학 문 학원의 성공 인 정착을 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

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법학계의 일각에서는 ‘법학’ 자체에 한 보다 

근본 인 차원의 문제제기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지 이 그 

표 인 라 할 수 있다.

… 훌륭한 법학이론은 법학 문 학원이 아닌 법과 학에서 발 했다. “지식의 분리

가 아닌 집성의 장소이며, 문일꾼의 양성이 아니라 인간의 양성을 의무로 여기는 

학”에서 말이다. 학교 안의 문 학원은 보다 성숙한 법조인의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모두들 기 한다. 그러나 법과 학에서의 법의 학문  연구를 망각하고 문

성과 기술성에 치우친 교육으로 법률상인만을 양산하여  바버리즘을 더욱 부

채질하지 않을까 걱정된다.2) 

이는 기본 으로 ‘법  소양(legal mind)’의 함양을 목표로 체계 인 법학방법

론  법학지식의 달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었던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통  역할이 ‘ 문화’와 ‘국제화’를 목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될 ‘실무 주

의 법학교육’으로 환될 가능성이 높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한 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을 방하기 한 응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학의 ‘학문성’에 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같은 선상에서 본 논문은 법학의 학문성에 한 검토 작업

의 일환으로, 법학에 있어서의 ‘과학성(Wissenschaftlichkeit)’의 기본 인 의미를 

메타이론 으로(metatheoretically) 검해 보는 작업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이는 

1) 김건식 외, 로스쿨과 법학교육(서울: 아카넷, 2008), 16∼20면.
2) 심헌섭, “법학의 학문성,”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2006),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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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 으로는 “법학은 과학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에 한 답을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법학’ 
 ‘과학’의 개념에 한 엄 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과학’의 의미를 확정지을 수 있는 근본 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과학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법학의 과학성에 한 단을 시도해 보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해서 본 논문은 ‘動員可能한 지식체계 내의 성과를 이용한 

건설  비 ’의 의미로서의 ‘省察性(reflexivity)’을 이후의 논의의 심  입장으

로 삼고자 하며,3) 과학사회학  과학철학  성과들을 으로 동원하려 한

다. 이러한 성찰성은 학문의 역에 있어서 가장 필수 인 소양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인 바,4) 특히 오랜 연구의 통을 자랑하는 ‘법학’의 경우는 더

욱 그러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찰  자세가 기본 으로 맹목 인 ‘학문

 통’의 답습을 거부하는 한편, 비 을 한 비  역시 지양하는 가운데 당

의 학문 수   연구자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의 엄 한 성찰을 통해 걸러진 결

과물들을 학문의 성과로 도출해내기 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기존 논의의 검토

법학과 과학성과의 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상당부분 법학의 본질 인 성격에 

한 논의와 첩된다고 할 수 있다. 지 까지의 국내법학계의 이러한 법학 자체

에 한 성찰  논의는 주로 법학의 학문성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역사 으로 법학의 학문성을 부정하려 했던 시도가 존재했었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 으로는 법실무와의 계에 있어서의 법학의 의미에 

3) 사회학, 특히 과학사회학계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이 성찰성의 개념은, 철학 
및 해석학 등에서 발전시킨 인식론적 성과와, 과학의 위상에 한 새로운 평가를 가능
하게 한 과학철학 및 고전 사회학이 제시하고, 이후 정교화된 다양한 사회학적 방법론
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체계가 보유한 권위를 발전적으로 해체
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적 준거로 등장한 바 있다. 이러한 성찰성과 관련한 다양
한 과학사회적 논의는 Malcolm Ashmore, The Reflexive Thesis: Wrighting 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를 참조.

4) 래쉬(Scott Lash)는 21세기 전환기 비판이론의 결정적 요소들이 ‘성찰적 근 성’의 틀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nthony Giddens, Ulrich Beck, and Scott Lash, 
Reflexive Modernization -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임현진ㆍ정일준 공역, 성찰  근 화(서울: 한울, 1998), 16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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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찰  질문의 형태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  

법학의 학문성에 한 기존의 논의들을 간단히 개 해 보고, 법학의 과학성과 

련된 법학과 (사회)과학과의 계설정에 한 논의를 살펴 본 뒤, 구체 인 맥락

에서의 논의들 가운데에서 법학의 과학성을 본격 으로 고찰하고 있는 표 인 

논의라 할 수 있는 헌법학계의 ‘통합과학논의’를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학의 학문성에 관한 논의

국내 법학계에 있어서 법학의 학문성에 한 본격 인 논의로는 1982년의 심

헌섭 교수의 논문 “법학의 학문성”을 들 수 있다.5) 심교수는 “오늘날의 모든 개

별과학들은 다시 그 자체의 학문이론(Wissenschaftstheorie)  기 모색에 휩쓸려 

있으며, 법학이라고 해서 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고 지 하고, 자기가 종사하

고 있는 학문분야에 해 그 정체(identity)를 악하는 작업의 요성, 특히 그런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 자에게 있어서 ‘학자’로서의 자기를 성찰해 보는 것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법학의 학문성에 한 과거의 논의를 특히 독일법학계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의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법학은 명목(론) 으로나 역사 으로 의심할 나  없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하고 

있기에, 법학이 하나의 학문인 것은 엄연한 하나의 ‘사실(Faktum)’이라 할 수 있지

만, 좀 더 생각해보면 사정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법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과연 

‘정당하게’ 그 게 불리워지고 있는지,  그것들이 학문으로 고찰되어야 할 ‘권리’를 

과연 가질 수 있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즉 우리가 법학을 하나의 ‘사실’로 제

하더라도 어떻게 법학은 가능하며,  어느 정도에서 법학은 학문인가를 물을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심지어는 그런 사실을 으로 의심하고, 따라서 그것이 

도 체 학문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 바, 실로 법학의 

학문성에 한 논란도 엄연한 사실로 인정되어만 왔던 법학에 해 그 학문성을 

으로 부정하려는 데서부터 발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6) 

바로 1848년 로이센의 법률가인 키르히만(Julius Herrmann von Kirchmann)이 제

기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무가치성이 법학의 학문성을 부정하려는 시도 다. 그

5) 심헌섭, “법학의 학문성(上) - 도전과 응답의 자취,” 서울 학교 법학, 제23권 제3호 
(1982). 이 논문은 심헌섭, 분석과 비 의 법철학 (서울: 법문사, 2001)에도 실려 있
다. 이 후의 인용은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

6) 심헌섭, 위의 책, 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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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시도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논박되었는데, 주요하게는 1920년 빈더

(Julius Binder)에 의해 ‘이론  무가치성’이, 1966년 라 츠(Karl Larenz)에 의해 ‘실

제  무가치성’까지 반박되기에 이르 다. 그 지만, 이로서 법학의 학문성에 한 

논의가 완 히 종결된 것은 아니어서, 1972년에는 포퍼(Karl R. Popper)의 ‘비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에 기 를 둔 알버트(H. Albert)의 법학의 교의성에 

한 비   이에 한 아이  폰 사비니(Eike von Savigny)의 법학의 교의성에 

한 옹호의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7)

심교수가 하게 소개하고 있듯이 과거에 제기된 법학의 학문성에 한 비

인 논의들은 부분 논박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과 으로 오늘

날에는 법학의 학문성에 한 면 인 부정은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고 보아도 될 것이나, 법학의 학문성을 보다 높이기 한 노력들은 지 도 여

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8) 특히, 최근 우리의 법학교육체제의 변

화의 움직임과 련하여 이러한 법학의 학문성과 련한 논의가 다시  의미를 

갖게 되었기에, 이에 한 보다 깊은 성찰과 그에 입각한 올바른 법학의 발 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은 서두에서 언 한 바와 같다.9)

2. 법학의 과학성에 관한 논의

법학의 학문성에 한 논의와는 달리, 국내 법학계에서의 법학의 과학성 자체

에 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법학에 있어서의 과

학, 특히 사회과학  성과의 활용에 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

다.10) 다만, 헌법분야에서 정종섭 교수가 제기한 바 있는 통합과학론은 법학계에

7) 각각의 주장 및 논거에 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18∼37면 및 38∼46면 참조.
8) 비교적 최근의 예로는, 지난 2006년 국내의 법철학 학술지인 법철학연구 (제9권 제

1호)가 특집으로 ‘법학의 학문성’에 관한 논의들을 게재한 바 있다. 심헌섭, “법학의 
학문성”, 서윤호, “법철학의 필요성과 법의 이성성”, 서을오, “인문학으로서의 법학: 체
계적 사고와 문제중심적 사고의 간격”, 이철우,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김정오, “비판으로서의 법학”이 그 논의들의 목록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본 논문에서도 언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9) 서을오 교수 역시 특히 법학전문 학원의 인가 및 입학정원,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은,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반 로, 로스쿨 졸업자들 
역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새로운 
법학전문 학원 체제하의 학원 과정 자체에서 ‘교양’ 혹은 ‘인문학’에 해당하는 교
육이 행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을오, 위의 논문, 
36면.

10) 이는 이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법학 특히 법해석학이 사회과학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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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직 이면서도 극 으로 법학의 ‘과학성’을 표방한 것으로 단되는 

바, 이하에서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법학과 사회과학의 계설정

이론 인 차원에서 ‘법학’과 ‘과학’간의 계에 한 논의에는 다양한 스펙트

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는 법학이 과학과는 

독자 인 역을 가지는 고유의 학문분야라는 의견과 법학은 곧 과학의 일부라

는 의견이 치하며, 이 양자의 사이에는 법학에는 과학과는 구분되는 독자 인 

역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학의 일부는 과학의 일부분에 속한다는 의

견들－그 범 가 어디까지인지도 다양하게 갈린다－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국내의 법사회학 연구자들을 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법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법해

석학으로부터 법사회학을 구분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학과 과학간의 계

가 피상 으로나마 논의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의들의 주류 인 입장

은 “법사회학이란 법 상을 사회학 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11)에 하여 “법해석학은 실정법질서의 규범내용 즉 귀책의 연 의 문

제를 객 으로 인식하는 학문이며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과학은 아닌 것”12)이

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사회학과는 달리 법해석학은 과학의 범주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13)

이러한 입장은 비교  최근 명시 으로 이러한 법학과 사회과학과의 계에 

한 고찰을 수행한 바 있는 이철우 교수의 논의를 살펴보아도 그 로 확인된다

고 할 수 있다.14) 이교수는 법학을 실정법  규칙의 해석과 용에 한 학문으

로 좁게 정의할 경우 법학과 사회과학은 별개의 학문임이 분명해짐에 비해서, 
사회과학  성격을 갖는 법학의 분야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복잡하다면서, 
우선 으로 실정법  규칙의 해석을 해 법  규칙의 의미와 계를 논리 으

로 규명하는 분석  차원의 법인식으로서의 법해석학15)과 사회  실재로서의 법

되는 학문분야라는 의견이 법학계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1) 최 권, 법사회학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1983), 4면.
12) 최 권, 위의 책, 8면.
13) 예를 들어 양건, 법사회학(제2 ) (서울: 아르케, 2000[2004print]), 20, 24면; 이영희, 

법사회학 (서울: 법문사, 2003), 8면 등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4) 이철우, 주 8)의 논문, 60∼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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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경험  연구를 구분한 후, 다시 법의 본질과 법인식의 방법, 正法에의 

탐구를 목 으로 하는 법철학을 이들로부터 구별하고 있다. 이어서, 비록 ‘경험

’ 연구의 의미에 한 엄격한 규정은 시도하고 있지 않지만, “실증주의에 기

하든 해석학  근을 취하든 법 상에 한 사회과학  연구는 법해석학이나 

법철학과는 구별되는 과제와 언어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 상에 한 

묘사와 설명,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이론과 개념의 개발을 주업으로 삼는 지식체

계”로 규정하고, 법에 한 사회과학  분석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법

에 한 사회과학  분석의 역과 방법을 논함에 있어서는 법사회학을 법을 

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을 표하는 분야로 가정하고 있다.16) 
한편 국내 법사회학계를 주도하며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 온 바 있는 최 권 

교수는 법(해석)학에 있어서도 사회과학  근이 법  단이나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느냐를 넘어서 단히 필요하기까지 함을 강조하면서, 사회

과학이 법의 인식ㆍ법의 해석(법  의미의 발견)  법의 제정(입법)에 있어서 

특히 유용하고  필요함을 지 하고 있기도 하다.17) 이러한 입장 역시 기본 으

로 법학과 사회과학의 구분을 제로 하면서, 법(해석)학에의 사회과학  근방

법의 극 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8)

(2) 헌법학계의 통합과학론

정종섭 교수는 1990년, “통합과학으로서의 헌법학”이라는 논문을 통해서,19) 한

국법학의 정체 기(Identitätskrise)를 지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한 방편의 하나

15) 이교수는 ‘법도그마틱(legal dogmat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법해석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16) 다만 이교수는 법인식의 여러 차원 사이에 존재하는 담론방식의 차이를 강조하는 견
지에서, ‘법에 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무리하게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으로 자리매
김하는 것은 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철우, 주 8)의 논문, 66면.

17) 최 권, “법적결정과 사회과학 : 과외금지조치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제41권 제3호 (2000), 41면 이하. 최교수는 이러한 (사회)과학과 법학의 연결고리로 법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合理性을 들고 있다. 같은 논문, 68면.

18) 한상희, “헌법재판에서의 사회과학적 변론 - Brown 사건과 생계보호기준 사건의 비교
를 중심으로 -,” 서울 학교 법학, 제41권 제3호 (2000) 역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19) 정종섭, “우리 법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 헌법학의 통합과학적 연구에로,” 법
과 사회, 제2호 (1990.2); 이 논문은 정종섭, 헌법연구1 (제3 ) (서울: 박영사, 2004)
에 다시 수록된 바 있다. 이하의 인용은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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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헌법학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인문과학을 포섭하는 것

이고, 헌법문제가 곧 규범과학과 실과학의 공통의 심이 되므로 결국 통합과

학이 되지 않을 수 없다”20)는 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규범학은 국가와 개

인의 행동 칙을 찾아내고 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 인 

내용을 정확히 읽어내어 그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론도 

기본 으로 이런 목 에 사하는 것”21)이라 규정하면서, 통합과학으로서의 헌법

학은 그 연구의 기본 인 자세에 있어서 總體的 인식태도, 經驗的ㆍ科學的 태도, 
實踐的 태도, 歷史的 태도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22) 

한편 정교수는 이러한 통합과학으로서의 헌법학이 가지는 특성으로, 헌법이론

의 現實適合性, 헌법연구의 開放性, 헌법이론의 科學性, 暫定性  외국헌법이론

연구의 探索性을 들고 있다.23) 이 가운데에서 특히 헌법연구의 개방성은 한편으

로는 헌법학자로 하여  종래의 헌법과 행정법, 헌법과 사회법을 가로지르고 있

는 벽을 허물게 하여, 이를 통일 인 인식구도 속에서 재편하게 하고, 다른 한편

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헌법과 하 법률의 계를 시하여 헌법질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규범간의 모순 계를 극복하는 데 극 인 태도를 지니게 하며, 
헌법연구의 개방성 요청에 따른 연구기법은 문헌  연구, 경험  연구, 통계  

연구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연구의 기법이든 방법론이든 요한 것은 기존

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실 이고 비 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며 특정한 이데

올로기나 인식의 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한편 헌법이론의 과

학성은 흔히 客觀性을 말하고 있지만 기본 으로는 暫定性도 이에 포함되며, 이

러한 객 성에는 연구자의 연구의도에 있어서의 恣意의 禁止, 非黨派性, 그리고 

槪念의 嚴密性이 포함되게 된다.24)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의 과학의 의미에 해서 정교수는 ‘통합과학’에서의 ‘과

20) 정종섭, 위의 책, 22면.
21) 정종섭, 위의 책, 4면.
22) 여기에서의 경험적ㆍ과학적 태도는 단적으로 헌법학이 주관적인 사변의 산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문제를 신비화시키는 태도
를 배격하고 신화화시키는 논리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학에서의 이론이나 
학설을 항상 현실의 경험적 사실 속에서 시험하고, 그 이론적 성과들을 끊임없는 검증
과 수정의 무한한 반복 과정을 통해 과학성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자세
한 논의는 정종섭, 위의 책, 22∼30면.

23) 정종섭, 위의 책, 32∼53면.
24) 정종섭, 위의 책, 4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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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내가 주장하는 통합과학이란 학문에 있어서 W. 
Dilthey가 취한 태도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W. Dilthey는 오늘날의 인문ㆍ사회

과학을 체로 정신과학(Geisteswisssenschaft)이라고 하고 방법론상 자연과학

(Naturwissenschaft)과 구별하 다. 이러한 W. Dilthey의 정신과학  방법론은 헌

법학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독일의 C. Schmitt나 R. Smend가 

극 으로 수용한 것이며, 이들은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규범과학 일변도로 

치닫던 실증주의 법학을 극복ㆍ타개하려고 하 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25) 그

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논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학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정교수는 논문발표 이후 제기된 각종의 비 에 한 답

을 통해 이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교수는 

“‘통합과학’에서의 ‘과학’을 자연과학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지양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통합과학이 이른바 ‘통일과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와 련된 방법론  기 를 배척하 다. 물론 법사회학  근에 

있어서는 방법일원론에 합당할 측면이 나타날 여지는 있겠지만, 그 역시 외

이라고 보인다. 그 다면 법학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모두 용해하

여 단일한 것으로 포착되는 개념으로서의 ‘과학’과는 구별됨을 알 수 있다”면
서, 통합과학에서 사용된 과학의 의미와 일반 인 ‘과학’과의 구분을 분명히 하

고 있다.26) 
아울러 정교수는 ‘과학성’의 개념을 “종국 으로는 객 성이라는 매개소를 통

과한 설득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실정법해석 역시 (통합과학의 맥

락에서의) 과학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27) 이러한 입장은 결국 ‘통합과학’이라는 명칭 하에 새로운 내포를 획

득한 과학의 의미를 제로 한 상태에서 헌법학의 과학 인 연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

흔히들 학문을 ‘인식의 체계’로 요약하는데, 이는 아리스토텔 스의 통찰에서

25) 정종섭, 위의 책, 22면, 주17). 딜타이의 정신과학의 역사적 맥락 및 내용에 한 간략
한 설명은 김덕영,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 - 자연과학정신과학 논쟁에서 하버

마스⋅루만 논쟁까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50∼57면을 참조.
26) 정종섭, 위의 책, 60∼61면.
27) 정종섭, 위의 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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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 스에게 있어서 학문  인식

(scientific knowledge)이란 “증명할 수 있는 능력(state of capacity to demonstrate)”
으로서 ‘특정한 방법에 의한 원리의 악’을 목 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28) 
이러한 학문  인식의 이해는 ‘학문성’의 論定에 있어서의 규 이 되었고, 그 동

안 학문의 상ㆍ방법ㆍ객 성 그리고 학문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인식’, 즉 ‘진
리의 악’ 등의 다양한 기 이 학문성에 한 잣 로 사용되기도 하 지만,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규 들은 차 완화되어 오늘날에는 ‘학문의 방법’만이 

학문성의 결정  규 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결과 으로 재는 ‘합리  방법

에 의한 인식획득의 노력’이 진정한 학문성의 단기 이 되었다.29)

그 지만 실제로 학문( )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분야에 해서, 학문성에 

한 특정한 선험  기  혹은 범주를 설정하여 그 분야가 학문인가 아닌가를 

단하는 것은 이론 인 가치 이상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학문성에 한 논의는 특정한 학문 분야들 간에, 그 방법상의 차이에서 기인하

는, 학문성의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문성의 결정기 이라 할 수 있는 ‘합리  방법에 의한 인식획득의 노

력’에 한 연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에서 그 실질

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법학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방법론에 한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은 바로 법학의 학문성을 제고시키는 작

업이라는 측면에서 거듭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30)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법사회학계의 법학에 있어서의 사회과학  근의 필요

성의 강조나 헌법학에서의 통합과학 논의는 법학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아울러 

법학연구가 가지는 특성과 연구에 있어서의 기본 인 자세에 한 종합 인 고

찰을 시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각의 논의의 개에 

있어서 ‘과학’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게 제시된 채 혹은 독자 인 의미를 부여 

28)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Book VI Chapter 3참조. 필자가 참조한 영역본은 
Aristotle, The Works of Aristotle II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1951), p. 388
의 것이다. 우리말 번역본은 Aristotle, Ethica Nicomachea, 이창우ㆍ김재홍ㆍ강상진 공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6) 등이 있다. 

29) 심헌섭, 주 2)의 논문, 7∼8면.
30) ‘방법론’은 철학적 쟁점들과 실제적 연구 활동의 구체적 방법의 체계, 다시 말해서 관

찰과 이론정립, 검증과 자료수집 등의 절차와 기법의 영역을 연결해주는 ‘학문론’ 내
지 ‘학문학’의 성격을 동시에 띤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김경동ㆍ안청시, 한국사회과학

방법론의 탐색 (서울: 서울 학교출판부, 1986[1990 print]),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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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은 아쉬운 으로 지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하의 

논의가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과학성’의 의미 - 과학사회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놀라움(驚異, wonder, marvel; thauma)’에 의해 시작된 철학은 그 놀라움을 해

결하기 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한 답을 구하게 된다. 한 때는 철학이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란 기 를 받던 시기도 없지 않았

으나,31) 오늘날에는 철학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일반 으로 생

각하고 있으며, 과학(science)을 필두로 한 제반 학문 역에서, 다양한 문제의 해

결을 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그 지만, 여 히 질문을 던지고, 그에 한 

해답을 구하는 기본 인 틀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32)

앞에서 언 한 학문성의 단 기 이라 할 수 있는 ‘인식을 한 합리 인 방

법’의 정 에 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듯 과학이란 

지식을 얻기 한 인간 활동의 한 국면이다. 그 지만 지식을 얻으려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혹자는 지식에 한 인간의 근양식을, 
정보  지식의 생산자에 신뢰와 권 를 부여하는 방식, 지식이 생성되는 차, 
생성된 지식의 효과의 차이를 기 으로 하여, 과학  방식(scientific mode), 권

 양식(authoritarian mode), 신비  양식(mystical mode), 합리  양식(rational 
mode)으로 구분하기도 한다.33) 

본 논문은 이처럼 과학  근방식을 다른 근방식과 구분짓게 만드는 요소, 

31) 김광웅, 방법론강의 - 기 ⋅원리⋅응용 - (서울: 박영사, 1996), 17면.
32) 배비(Earl R. Babbie)에 따르면 과학자의 임무가 의문에 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Earl R. Babbie, Observing 
Ourselves: Essays in Social Research, 최명 역, 사회연구의 철학 (서울: 법문사, 
1987), 19면.

33) Chava Frankfort-Nachmias and David Nachimias,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6th ed.)(NY: Worth Publishers, 2000), 6∼7면. 한편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나름 로의 결론을 내리는 아집적 방법(method of 
tenacity), 권위적 방법(method of authority), 직관적 방법(method of intuitive), 과학적 
방법으로 구별하고 있기도 하다. C.F. Delaney, “Pierce on the Social and Historical 
Dimensions of Science” in Ernan McMullin(Ed.), The Social Dimensions of Science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2),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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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학으로서의 본질 인 성질을 ‘과학성’으로 규정하고, 그의 구체 인 의미

를 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과학에 한 일반 인 논의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 이어서 최근의 과학사회학  연구의 성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과학’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과학의 의의  특성

‘상식(common sense)’이라는 매우 친숙하면서도 다소 애매한 용어로 지칭되는, 
일반 으로 갖고 있는 믿음과, ‘과학 ’이라고 하는 의식  주장을 명확히 가르

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특수 과학들이 일상생활의 실제  심

으로부터 자라나왔음을 심각하게 문제 삼을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물

론 그 외에도 과학을 진한 다른 자극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의 문제는 과학  탐구의 역사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지 도 역시 그러하다 할 수 있다. 그 결과 과학의 성격에 하여 논의하

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상식 인 믿음과 과학  결론 사이의 역사 인 연

속성에  뜬 사람들은 때로 그 양자의 차이를 단순히 과학이란 잘 ‘조직화된’ 
는 잘 ‘분류된’ 상식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보기도 하 다.34)

실제로 과학이 잘 조직화된 지식의 체계이며, 과학  연구의 실행에 있어 해당 

자료들을 의미 있는 여러 유형이나 종류로 분류하는 일이 불가결의 과제임은 분

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같은 식의 이 과학과 상식 사이의 특징

인 차이를 히 표 하고 있지 못함도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과학  설명에 

있어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은, 그것이 체계 일 뿐만 아니라, 과학을 낳는 사

실  증거에 의해 통제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에 있어 특징

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설명  원리에 기반을 둔 지식의 조직화와 분류라 할 

수 있다.35) 결국 과학의 결론이란 상식  믿음과는 달리 과학  방법의 산물이라

는 원칙으로 요약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과학  방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논증을 지속 으로 비 해 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증거

34) 예를 들어 포퍼(Karl R. Popper)는 과학, 철학, 합리적 사고는 모두 상식으로부터 논의
가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Karl Raimund Popper,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Revise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79), p.33.

35) Ernest Nagel, The Structure of Science - Problems in the Logic of Scientific Ex-
planation, 전영삼 역, 과학의 구조 I - 과학  설명 논리의 문제들 (서울: 아카넷, 
2001), 2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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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얻어내는 차의 신뢰 가능성을 단하거나, 아니면 그 결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증거의 입증 능력을 평가할 확고한 원칙의 에서 이루어지는 비

을 말한다.36)

이 듯 과학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연구방법의 과학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과학은 단순히 보편 이거나 특수한 지식 자체가 아니라, ‘과학  방법론’에 

의해 결집된 지식체계를 의미한다.37) 일반 으로 과학으로 상을 분석하고 문

제를 해결할 때에는 ‘추상화(abstraction)’와 ‘경험  찰(empirical observation)’
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의 ‘추상화’란 수많은 ‘ 찰과 경험’에서 얻어진 

단편  지식으로부터 보편 인 의미의 ‘개념(concept)’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며, 
‘이론(theory)’은 바로 이러한 개념들 간의 계를 진술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고도의 통제(control) 과정을 거쳐 이러한 추상화와 경

험  찰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통제는 과학  연구과정에서 논리

으로 엄격한 기 을 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과학의 요체는 다른 연

구자들에 의해 반복되어 행해져도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통제된 

찰  실험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과학  방법의 특성으로는 일반 으로 論理

的 體系性, 經驗的 實證性, 相互主觀性(intersubjectivity; 間主觀性), 計量性, 一般性

ㆍ普遍性ㆍ抽象性 그리고 豫測性 등이 거론된다.38)

(2) 과학  연구방법의 차

과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을 뜨게 해 다고 평가된다. 일반 으

로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기술(description), 규칙의 발견(discovery of regu-
larity)  이론과 법칙의 형성(formulation of theories and laws) 등의 세 가지 활

36) Ernest Nagel, 위의 책, 37∼38면.
37) 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1986), 37∼8면.
38) 김영석, 사회조사방법론: SPSS WIN 통계분석 (서울: 나남출판, 1999), 27면. 이 가운

데 ‘計量化’의 경우는 과학적 연구의 특성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
다. 과학적 연구에 계량화가 수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계량화를 수행하지 않는 
과학적인 연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지나친 계량화에 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재현, 사회구조와 사회변동: 역사적 접근방법
의 가능성, 최재현 편, 열린 사회학의 과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47면은 양
화조사만을 실증성의 핵심으로 삼는 편협한 실증주의로부터의 탈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배비(E. R. Babbie)는 이상적인 과학의 특성으로 論理的, 決定論的, 一般的, 簡潔, 
特定的, 經驗的 檢證可能性, 間主觀的, 修整可能性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광웅, 주 
31)의 책, 37∼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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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해야 할 것이기에, 과학자는 모름지기 사물의 상을 정확성과 유용성이라

는 각도에서 기술해야 하고, 아울러 그러한 기술을 통하여 잡다한 상 속에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려고 하며, 나아가 과학자는 자신이 발견한 규칙성을 이론과 

법칙으로 일반화시키려고 하게 된다.39) 
이러한 과학  연구 활동의 차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체화되고 있는데, 

타이머(Walter Theimer)는 일반 으로 과학  연구는 다음과 같은 7단계로 행해

진다고 정리하고 있다.40) 
1. 문제의 인식과 형성

2. 당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범 만큼 찰ㆍ실험하고 찰된 것을 기술한다.
3. 찰된 사실들에 공통 인 원칙을 찾아서 이에 상응하는 가설을 주장한다

(귀납).
4. 이 가설로부터 어떤 사항들이 추론될 수 있는가. 이 연역을 논리 으로 검

증한다(결과 진술의 원칙).
5. 가능한 한 안 인 가설들을 탐색하고 경우에 따라 검증한다( 안의 원칙).
6. 가설의 결과 측 능력을 실험 으로 검증한다( 측의 원칙).
7. 충분한 검증 후에 하나의 이론 혹은 하나의 법칙을 도출한다. 이 법칙 혹은 

이론으로부터 장래에는 개별사례가 연역 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발견된 법

칙은 가능한 한 다른 자연법칙들과 연결되어야 한다.41)

(3) 과학의 분류

이러한 과학은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각각의 분류에 따라, 
특히 과학의 하부분과들간의 치  계설정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하

39) 김광웅, 위의 책, 37면. 그렇지만 과학자의 이러한 활동을 비과학적인 것과 구별하기 
힘들고 또 과학자의 활동 자체가 그들의 분야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과
연 무엇이 과학이며 과학적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40) Walter Theimer, Was ist Wissenschaft?, 김삼룡 역, 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홍익
재, 1998), 49∼50면. 

41) 한편 김선웅은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과학 분야의 연구방법과 연구의 단계적 과
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연구주제만이 다를 뿐이다. 과학
적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① 연구주제
의 선정과 구체화 단계 ② 가설 설정 단계 ③ 조사 설계 단계 ④ 자료 수집 단계 ⑤ 
자료 편집과 분석 단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단계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김선웅, 
개념 심의 사회학 (파주: 한울, 2006),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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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일반 으로 논의되는 과학의 분류에 한 몇 가지 견해들을 소개해 보기

로 한다.
우선 과학을 자연과학과 정신과학(문화과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역사과학과 사회과학은 정신과학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정

신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에는 연구 상들과 연구방법들에 있어서 근본 인 차이

가 있는데, 이 차이를 없애버리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차이로 언 되는 주요한 것으로는 무엇보다도 정신과학에서는 

이론다원주의뿐 아니라 방법다원주의가 지배하지만, 자연과학의 경우 이론은 다

원 이지만 방법은 일원 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자연과학에도 철학의 단일

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자연과학  방법은 많은 철학들의 혼합물로서 실천  

들에 근거하여 수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과학  이론들은 ‘ 찰’
과 ‘실험’에 근거하는데, 이러한 실험들의 계획과 실행에는 정확한 규칙들이 

용되고 그 결과는 통상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일반 으로 정

과학의 경우 변수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자연과학의 경우에도 변

수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결과의 정확성이 감소하게 되지만, 정신과학

에서의 역사나 사회  상들의 경우에는 그 변수가 무나 많기 때문에 자연과

학에 있어서와 같은 그러한 정확한 포착은 생각될 수가 없기에, 결국 계획  실

험은 불가능하며 요소들은 충분하게 분리ㆍ고립될 수 없게 된다. 결론 으로 인

간과 인간의 작품들에 한 과학은 자연에 한 과학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42)

한편 과학을 경험과학(empirical science)과 비경험과학(nonempirical science)으
로 나  수도 있다. 경험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탐구하고 묘사하고 설명하며 측하려 한다. 따라서 경험과학에서 행해지

는 언명(statements)은 경험에 의해 명된 사실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증방식에는 실험(experimentation), 체계  찰(systematic observation), 면 이

나 조사(interviews or surveys), 심리학  혹은 임상  검증(psychological or 
clinical testing)  서류ㆍ비문ㆍ동 ㆍ고고학  유품의 검토 등이 있다. 이러한 

42) Walter Theimer, 주 40)의 책, 22∼27면. 타이머에 의하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아직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분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들, 즉 역사적 법칙과 정치적 
법칙을 자연과학적 의미에서의 법칙성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러
한 19세기의 맹목적 과학주의의 실천적 적용의 시도는 우리 시 의 정치적 참사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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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때문에 경험과학은 경험  검증이 없이도 성립 가능한 논리학이나 순수과

학 같은 비경험과학과 구별된다.43) 
이러한 경험과학/비경험과학의 구분은 콰인(Willard V. O. Quine)에 의해 이루

어진 분석과학(방법론, 수학)과 경험과학(물리학ㆍ화학 등의 순수과학, 공학ㆍ농

학 등의 응용과학)의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4) 다만 여

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분석과학과 경험과학의 구분이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괴델(Kurt Gdel)의 불완 성 정리(incompleteness theorem)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45) 아울러 오늘날에는 경험과학의 발달이 방법론 내지는 분

석과학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리 인정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양자

의 계는 일방 이라기보다 방 인 것으로서, 경험과학의 실체가 분석과학의 

공허와 이상을 메우는 데 커다란 몫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다.46) 그 지만 분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비단 분석과학과 경험과학에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각 분과과학의 구분 자체부터 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을 언제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과학에 대한 과학사회학적 접근

(1) 과학사회학의 발 과정

일 이 사회학자들은 술, 역사, 범죄, 불평등, 가족, 이데올로기, 법, 지식 등

을 포함하는 범 한 주제를 연구해왔지만, 유독 자연과학만은 오랫동안 연구

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즉 사회학자들은 자연과학을, 그들의 연구 상에서 제외

시킬 정도로, ‘특별한’ 인지  활동으로 간주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른바 ‘지식사회학(Sociology of Knowledge)’이라고 불려온 통 인 사회학 분

과에서 과학을 어떻게 다루어왔는가를 살펴 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

럼 유독 자연과학의 지식만이 연구 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수 사회학자들이 

자연과학 지식은 오직 ‘물리  외부세계’의 향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물리세계

와 구별되는 ‘사회ㆍ문화ㆍ이데올로기  요소’의 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43) 김광웅, 주 31)의 책, 10면.
44) 콰인의 과학의 분류는 김광웅, 위의 책, 4∼5면을 참조. 
45)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해서는 임정 ,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과학사상, 제19

호 (1996년 겨울호); Ernest Nagel and James R. Newman, Gdels Proof, 강주헌 역, 괴델

의 증명: 쉽게 풀어쓴 괴델의 불완 성 정리 (서울: 경문사, 2003)를 참조.
46) 김광웅, 주 31)의 책,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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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과학지식이 시 와 사회에 따라 

‘가변 ’인 사회ㆍ문화  요소들의 향을 받는다면, 사회학자들의 주장 역시 타

당성을 잃고 말 것이라는 우려 역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과학에 한 연구는 자연과학을 모두 다른 과학이 따라야 할 하

나의 이상 인 모형으로 설정하고 과학의 합리성을 논리와 경험  증명에서만 

찾으려고 한 科學哲學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 과학철학자들의 이러한 

은 사회학자들을 포함하는 ‘과학자들’에게 과학이란 어떤 것인가에 한 고정된 

이미지를 주입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과학철학이 다루고자 한 가장 요한 문제 

 하나는 이른바 과학활동의 ‘합리  재구성(rational reconstruction)’을 통해 과

학의 ‘합리성(rationality)’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학철학사의 한 극에 

치한 실증주의, 경험론, 귀납주의  회의주의와 다른 한 극에 치한 합리론, 연

역주의, 독단  형이상학 사이에는 일정한 주기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주기성 속에서 과학철학은 종종 과학 자체의 진보에 응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될 수 있다.47)

다른 한편으로 科學史家들은 과학철학자들과는  다른 학문  가정 아래서 

과학에 한연구를 진행시킨 바 있다. 무엇보다도 科學史는 역사 으로 과학의 

성장과 퇴보를 자세하게 기술하는 데 역 을 두었기 때문에, 과학발 의 합리  

재구성보다는 다른 역사기술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역사  우연들이 어떻게 재

의 과학을 만들어냈는가에 더 많은 심을 가졌다. 그 결과 과학사가들은 과학철

학자들과는 달리 어떤 이론이 더 합리 이고 발 인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이론  일반화와 추상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과학철학자들의 이론  근을 의심

스러운 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두 조류의 사이에서, 1960년  컬럼비아 학의 머턴(Robert King 

Merton)을 필두로 미국의 과학사회학은 과학철학과 과학사가 그들의 연구 역이

라고 여기지 않았던 역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국의 과학사회학이 기

존의 과학철학이나 과학사와 충돌하지 않고 안 하게 하나의 연구 역을 개척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지식이 사회구조를 반 한다는 주장의 의미가 명확히 

밝 질 때까지 지식사회학의 발 을 기 하기는 어렵다는 단 하에 사회제도로

서의 과학에 논의를 국한시키는 기능주의  (functionalist perspective)을 취했

47) Mary B Hesse, “Positivism and the Logic of Scientific Theories,” 조인래 편역, 쿤의 

주제들: 비 과 응 (서울: 이화여자 학교 출판부, 1997), 45면.



100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 밖에도 벤 다비드(Joseph Ben-David) 등을 심

으로 한 비교역사사회학(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y)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근방식이 추진되기도 하 으나, 이러한 상황은 국 과학지식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의 등장에 의해 극 인 변모를 겪게 된다. 이들은 1960년

말부터 1970년  에 등장한 후기경험주의  과학철학, 상 주의  함의를 가

진 인류학  근, 역사철학 등을 지식사회학에 목시키면서, 과학지식의 내용 

체에 한 사회학  분석을 시도했고 그 결과 당시까지 기시되었던 지  분

업의 경계를 괴하고, 과학철학자들과 첨 한 역 쟁을 치러 왔다.48)

(2) 과학에 한 다양한 이해: 방법론상의 차이에 기 하여

과학에 한 과학사회학 등의 연구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는 과학에 

한 일반 인 논의를 넘어서는, 과학에 있어서의 방법론상의 립을 확인한 바 있

는데, 표 인 과학방법론으로는 귀납주의(inductivism), 약주의(규약주의, conven-
tionalism), 방법론  반증주의(methodological falsificationism), 과학  연구 로그

램의 방법론(scientific research program) 등을 들 수 있다.49) 이러한 방법론상의 

립은 결국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과학의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가능  

하며, 통 인 철학상의 인식론 혹은 존재론 상의 립이라 할 수 있는 두 개의 

연 된 이분법들, 즉 자연주의 vs. 반자연주의, 실증주의 vs. 념론의 틀의 도

입을 가능  하고 있으며,50)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에 있어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

들을 실증주의(positivism)와 실재론(realism), 그리고 약주의(conventionalism)
로 구분하는 견해를 낳게 되었다.51) 이하에서 이러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실증주의자에게 있어, 과학은 외부 세계에 한 측 이고 설명 인 지식을 

획득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해서 과학자는 이론들을 구성해

48) 김경만, 과학지식과 사회이론 (파주: 한길사, 2004[2005 print]), 9∼14면.
49)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Imre Lakatos, Edited by John Worrall and Gregory Currie,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신중섭 역, 과학  연구 로그램의 

방법론 (서울: 아카넷, 2002), 183∼208면. 한편 보다 자세하게 과학상의 방법론을 구
분하는 견해로는 David J. Hess, Science Studies: An Advanced Introduction, 김환석 
역, 과학학의 이해 (서울: 당 , 2004), 25∼103면.

50) Russell Keat and John Urry, Social Theory as Science(2nd ed.), 이기홍 역, 과학으로

서의 사회이론 (서울: 한울, 1994[1997print]), 17면.
51) Russell Keat and John Urry, 위의 책, 30∼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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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이론은 매우 일반 인 진술들로 구성되며, 그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것

으로 발견된 규칙 인 계를 표 하는 것이다. 이 일반 인 진술들, 는 법칙

들 때문에 우리는 체계 인 찰과 실험에 의해 발견되는 상들을 측하고 설

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러한 규칙성의 한 사

례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같은 근거에 의해서만 측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성을 표 하는 진술들은 만약 그것이 참이라면, 오직 우연히 그러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것들의 진리성은 논리  필연성의 문제가 아니며, 선험  수단에 의

해서는 알려질 수 없다. 그 신, 그러한 진술들은 실험과 찰에 의해서 객

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바로 실험과 찰이 확실하고 분명한 경험  지식의 유일

한 원천이기에 찰불가능한 성질이나 본질이나 는 기제에 한 지식을 우리

에게 제공하는 것은 과학의 목표가 아니다. 결국 실증주의자들에게는 자연 속에

는 필연  연 이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규칙성 즉 과학이론의 보편법칙 속에 

체계 으로 제시될 수 있는 상들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칙성을 보여

주는 것을 넘어서려는 시도들은 모두가 과학을 검증불가능한 형이상학과 종교의 

주장으로 몰아넣는 것이기에 이러한 주장들은 기껏해야 비과학 인 것이고, 최악

의 경우 의미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이 경험에 기 를 둔 합리 이고 객 인 작업이며, 자연에 한 참된 설

명  지식과 측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

는 에 있어서는 실재론자들도 실증주의자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 지만 실

증주의자들과는 달리 실재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설명과 측 사이에 요한 차이

가 있으며, 과학의 일차 인 목표로 추구되어야 할 것은 설명이다. 상을 설명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상이 잘 확인된 규칙성의 사례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

며, 오히려 작용하고 있는 내재된 구조와 기제에 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상들 

사이의 필연 인 연 계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종종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찰불가능한 유형의 실체들과 과정들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물의 ‘단순한 외양’의 머에, 즉 그것의 성질과 본질

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이러한 작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재론자

들에게는 과학이론이 찰가능한 상들을 인과 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와 기제

들에 한 서술이며, 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자들과 실재론자들은 

과학과 과학의 목표에 하여 어느 정도는 일반 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 약주의자들(conventionalists)’이라고 부르는 과학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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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을 거부한다는 공통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부의 이

유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찰만으로는 이론들의 진 를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

도 있고, 보다 근본 인 견지에서 이론과 찰 자체가 히 구별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 서로 다른 이론들 사이에서 합리 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보편 인 기 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선택에서 도덕  는 미학  는 도

구  가치가 핵심 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좀 더 진 으로는 우리의 

이론  믿음  개념들과 무 하게 존재하는 외 인 실재가 있다는 생각을 거부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이한 주장들과 결합되어 과학에 한 상이한 극단 인 생

각들이 제시되게 된다. 그 지만 이러한 생각들 모두에는 이론들의 채택이란 결

국 약의 문제라는 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약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용어가, 실증주의나 실재론과 간단히 비될 수 있는, 과학에 

한 어떤 일련의 동질 인 견해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을 유의해야 한

다. 즉 객 으로 시험될 수 있고 찰과 실험에 의해 비교될 수 있는 이론들을 

통하여 과학이 외부 인 실재에 한 참된 서술과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

는 견해에 반 하는 만이 약주의자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 이라 할 수 있다.

(3) 과학  연구 활동의 기본구조: 정상과학론

이처럼 다양한 방법론상의 차이 에 기반하여 각기 다르게 악될 수 있는 과

학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과학  연구 활동은 일정 정도의 확인가능한 外形을 띤 

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학  연구 활동 자체에 한 사회학  성

찰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머스 쿤(Thomas S. Kuhn)의 ‘정상과학론

(theory of normal science)’이라 할 수 있다.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란, 쿤이 제시한 명  과학 52)에 나타나는 주요

개념의 하나로, ‘과거의 하나 이상의 과학  성취에 확고히 기반을 둔 연구 

활동’53)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상과학의 출 과 지속에는 ‘과학자 공동체

52) 쿤의 과학관은 이론(또는 패러다임)의존적(theory-laden) 관찰, 경쟁이론(또는 패러다임) 
간의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그리고 과학적 믿음체계의 비축적적 교체와 같
은 논제들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적 과학관의 이론중립적 관찰, 이를 
토 로 한 객관적인 이론 평가 및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성립하는 과학적 지식의 축적
적 성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조인래 편역, 주 47)의 책, 8면.

53)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2nd ed.), 김명자 역, 과학

명의 구조 (서울: 동아출판사, 1992[1995print]),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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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community)’54)와 함께, ‘공유된 패러다임(paradigm)’55)의 존재가 필요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유된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과학자 사회의 구성

원들은 과학 활동에 한 동일한 규칙과 표 을 지키게 되는데, 이러한 약속과 

그것이 조성하는 의견의 ‘일치’가 정상과학의 출 과 지속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56) 이 게 정립된 정상과학은 기본 으로 문제풀이를 수행하게 되는

데, 보다 구체 으로는 의미 있는 사실의 결정, 사실의 이론에의 일치, 그리고 이

론의 명료화의 과정을 거친다.57)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58)

쿤에 의하면 선진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과 숙달된 연구 능력은 권 이

고도 고도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수된다. 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그

들이 소속된 학문 분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식 , 신념 체계, 패러다임들 

는 문제 해결 방법, 방법 인 차 등에 한 철 한 신 자로 길러진다. 이와 

같은 신 이야말로 ‘정상과학’, 즉 발 된 학문분야에서 수행되는 형 인 형태

의 연구행 를 한 제조건이 되며, 따라서 정상과학이란 (자연) 상을 문교

육을 통해 학습된 개념들로 이루어진 상자 속에 집어넣기 한 지속 이고도 헌

신 인 노력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상과학  활동이란 과학활동의 가장 핵심 인 특징을 이루

게 되며, 이것이 부분에 걸쳐 지식이 개발되고 축 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54) 과학자 공동체에 관한 문화적 연구는 오늘날의 과학사회학계의 주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간략한 내용은 Mark Erickson, Science, Culture and Society - Understanding 
Science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UK; Malden, MA: Polity, 2005), chapter 5를 
참조.

55)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쿤 자신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에 그 의
미를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방법들의 원천, 문제영역(problem field), 어느 
주어진 시 의 어느 성숙한 과학자 사회에 의해 수용된 문제풀이의 표본’[Thomas S. 
Kuhn, 주53)의 책, 155면.]이라는 개념규정을 패러다임의 의미로 파악한다. 

56) Thomas S. Kuhn, 위의 책, 32면. 쿤은 과학이론(그는 과학이론을 패러다임으로 이해
함)의 변화는 누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혁명적 과정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다. 쿤이 
제시한 과학혁명의 과정은 ‘기존 패러다임-정상과학-변칙사례증가-위기-혁명(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정리된다. 과학이론의 변화는 이러한 경로를 거듭해서 거치게 된다는 것
이 쿤의 견해이다. 즉 혁명에 의해 새로 생긴 패러다임 안에서 다시 정상과학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변칙 사례가 증가되면 위기가 출현하게 되고 혁명이 일어나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과학혁명(scientific revolu-
tion)’이다.

57) Thomas S. Kuhn, 위의 책, 49∼60면.
58) 이하의 내용은 주로 Barry Barnes, T.S.Kuhn and Social Science, 정창수 역, 패러다임 

(서울: 정음사, 1986), 44∼46면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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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다고 하더라도 정상과학  활동이란 진 인 개 을 한 활동은 

아니며, 그와는 정반 로 정상과학  활동이란 허용된 기 에 따라 허용된 차

를 용하며, 한 기존의 지식이 거의 틀림이 없다는 가정 하에 주어진 틀 속에

서 과학  연구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일상화된 행 라 할 수 있다. 주어진 인식

이 ‘이성’ 는 ‘논리’ 그 자체에 의해 타당성을 갖게 되는 일이란 어떤 경우에

도 존재하지 않으며, 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연 그 자체가 모습을 더 드러

냄으로써 이것만으로써 그 로 지식이 증가하는 일이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의 범 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미 결정되

고 있는 것이다. 일반 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타

당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며, 주어진 내용

의 인식에 한 이러한 신뢰는 사회화를 통해 심어지고, 권 와 사회  통제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 인 개 의 시기에는 정상 인 연구의 진행이 때때로 단되기도 

한다. 방법론 이거나 이론 인 면에서 요한 방향 환들은 일어나게 마련이며, 
쿤은 이러한 것들을 ‘ 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명은 어떤 측면에서

건 ‘이성’이 사회 으로 부과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주어진 형태의 습 이고 일상 인 활동으로부터 그와 

다른 형태의 활동－역시 습 이고 일상 인－으로의 환일 따름이다. 일반

으로 정상과학의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간혹 비정상 으로 보이는 상, 
즉 자연 상을 기존의 정통  견해에 의해 규정된 틀 속에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 과 난 들이 쌓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비정상 으로 보이는 

상들이 되는 정도가 기존의 근 에 한 불안감과 불만을 야기하기에 

이르 을 때 기의 시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동안의 연구 활동에

는 추측이 보다 많이 작용하고,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띤다. 그 결과 

연구 활동은 차츰 과거의 근 으로부터는 설명될 수 없었던 상들을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방법  차와 개념들을 심으로 재조정

된다. 이 게 하여 과학 명은 일어나게 되고, 이로써 새로운 일련의 정상과학  

활동을 한 기반이 창출되는 것이다. 
그 다고는 해도, 일단 연구 활동의 재조정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근방법과

는 독립된 제3의 입장에서 과거의 것보다는 새로운 것이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

다는 것을 논리 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라든지 새로운 것이 과거의 것에 

비해 ‘발 ’이나 ‘진보’한 것이라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해 보이는 것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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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다만 개념, 이론, 방법들이 바 고, 연구해야 할 문제가 바 며, 무엇이 

연구하기에 한 문제이며, 그러한 문제에 해 무엇이 한 해결책이 되는 

것들인지를 가늠해 주는 기 을 포함하여 단의 기 들이 바 게 된다. 뿐만 아

니라 과학  상상력의 기반이 바뀜에 따라 상에 한 인지 자체가 바 기도 

한다. 다만 여기에서도 양자 사이의 비교평가를 해 변치 않는 근원 인 기 을 

제공해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 주의해야 한다.59)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 명은 과학의 역사를 상호연 되지 않는 부분들로 갈

라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상과학론은 재의 과학지식사회학의 주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를 이

루는 것으로, 이론의 역사  평가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60) 오늘

날의 과학사회학 분야에 가장 큰 향을 미친 논의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 해

서는 異論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과학연구의 사회  차원의 구

조를 보여주는 주요한 이론으로서 채택하고자 한다. 이는 이러한 정상과학론이 

과학의 다양한 방법론  차이에 계없이 과학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정리: 과학성의 현대적 의미

한때는 사회과학의 과학성이 논란이 된 이 있었고 사실 지 도 사회과학의 

과학성에 한 논란이 완 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61) 그 지만 오

59) 이 부분이 이른바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공약불가능성, 불가공약성으로도 
번역된다)’의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래 통약불가능성은 패러다임이 다르면 
거주하는 세계도 다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다른 이론들은 상호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이론들간의 번역불가능성의 문제로 바뀌게 되었다
고 한다. David J. Hess, 주 49)의 책, 56면. 통약불가능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Howard Sankey, The Incommensurability Thesis (Aldershot, [U.K.] : Ashgate Pub. Co., 
1994); Rema Rossini Favretti, Giorgio Sandri, and Roberto Scazzieri(Eds.), Incommen-
surability and Translation: Kuhnian Perspectives on Scientific Communication and 
Theory Change (Cheltenham, UK; Northampton, MA: Edward Elgar, 1999)를 참조.

60) 쿤의 이론들을 둘러싼 표적인 논의로는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E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번역본은 조승옥ㆍ김동식 공역,   과학철학 논쟁 - 비

과 과학  지식의 성장 (서울: 민음사, 1987)을 참조. 이 책은 1965년 7월 열린 국제
과학철학 세미나의 논문집으로 이 세미나에는 당 의 유력한 과학철학자들이 참여하
여 쿤의 이론, 특히 정상과학과 패러다임에 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61) 예를 들어, Walter Theimer, 주 40)의 책, 23면. 김영석은 이에 해서 체계적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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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에는 사회과학에 비해서 자연과학의 인 우 가 주장되기 어려운 상황

에 이르 다. 즉, 과학사회학 등의 제 분야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로 

오늘날 과학－자연과학조차도－은 사회와 독립 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거의 무리가 없게 된 것이다.62) 결국 과학의 특별한 인식

론  지 에 한 통 인 요청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으며, 과학은 사회  

이익들, 가치 단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 세

계에 한 질서에 한 독자 인 근을 요구함에 있어서 인식론 , 사회  권

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63) 이와 함께 실재하는 과학에 다양한 이해, 즉 실증

주의, 실재론  약주의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따른 다양한 과학의 이미지

들을 포 할 수 있는 폭 넓은 새로운 차원의 과학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등을 모두 포 하는 일반 인 차원에 

있어서의 의 科學性의 요소는 ① 間主觀的 理解性(intersubjektive Verstand-
lichkeit), ② 間主觀的 檢證性(intersubjektive Nachprufbarkeit), ③ 合理的 推論

(rationale Argumente)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  주장

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주 과 주  사이의 이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

고, 주장의 검증도 다른 사람에 의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단순한 주장

이 아니라 합리 인 추론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64) 이러한 과학성

의 요소들은 필연 으로 체계성을 요구하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객관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20세기 들어 사회과학은 당
당히 그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조사방법 및 통계 등 연구방법론 전반에 걸쳐 
세련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과학적 지식이 누적됨에 따라 체계를 갖춘 사회과학 이
론이 등장했으며 이론의 발전은 다시금 관찰 및 경험을 조직화하여 지식으로 승화시
키는 역할을 하였다. 언뜻 보면 무질서해 보이는 사회현상들의 홍수 속에 숨어 있는 
규칙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에 사회과학은 
논리적인 뒷받침을 해 주었던 것이라 밝히고 있다. 김영석, 사회조사방법론: SPSS 

WIN 통계분석 (서울: 나남출판, 1999), 48면.
62) 이러한 과학의 사회적 차원에 한 논의는 Helen E. Longino, Science as Social 

Knowledge - Value and Objectivity in scientific Inqui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Helga Nowotny, Peter Scott, and Michael Gibbons, Re-think-
ing Science - Knowledge and the Public in an Age of Uncertainty (Cambridge: Polity Press, 
2001); Sheila Jasanoff(Ed.), States of Knowledge -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social 
order (New York: Routledge, 2004); Matthew David, Science in society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등을 참조.

63) Helga Nowotny, Peter Scott, and Michael Gibbons, 위의 책, p.15.
64) 김광웅, 주 31)의 책,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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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은 요소들만을 포함하는 과학성에 기반을 둔 과학의 외연은 기존의 과학 

개념에 비해 보다 넓은 범 를 아우르게 될 것으로 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게 ‘間主觀的’인 차원으로 완화된 과학성의 개념으로 인해 과학자 공동체 내에

서의 혹은 과학자 공동체 간의 활발한 비 의 과정이 더욱 커다란 요성을 갖

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게 완화된 과학성의 개념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연구

상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차이 들까지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과학  연구에 있어서는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자신의 이해에 있어서의 

곤란함과 더불어, 그 자신의 존재와 행동을 가능  해 주는 자연과 사회(제도)와
의 부단한 계가 아주 복잡하고 때로 이질 이고 다양하다는 명제를 인정하여 

한 두 시각, 한 두 입장으로 풀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수 하는 데서 과학  연

구의 출발 을 찾아야 할 것이다.65)

IV. 법학의 과학성 검토

이제 법학의 과학성에 한 검토, 보다 구체 으로는 “법학도 과학인가?”라는 

질문에 한 답변을 제시해 볼 비가 된 듯하다. 이를 해서 우선 기존의 법학

계의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한 후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1. 기존 법학계의 입장: 법학과 과학은 구분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법학계는 법학이 과학인가라는 질문에 해서 

체로 부정 인, 즉 법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답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다 정확하게는 넓은 의미의 법학을 형성하는 법해석학과 기 법

학(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가운데에서 법사회학을 제외한 분야는 과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좁은 의미의 법학이 곧 법해

석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학이 과학이 아니라는 

답변이 제시될 가능성은 여 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과학과 법해석학의 구분은 멀리 베버(Max Weber)에게까지 소 된

다고 할 수 있다. 즉 베버는 사회학의 방법  기 를 논의하면서, 사회학이나 역

65) 김광웅, 위의 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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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같은 경험과학이 법학을 비롯한 교의  학문분야와 구분되는 이유로서, 
교의 인 학문들이 각각의 연구 상에서 “올바르고(true)” “타당한(valid)” 의미

를 탐구하는 반면에 경험과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닌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

했을 것으로 평균 혹은 추정된 의미’ 는 특정한 행 유형에 한 가설 인 행

자(들)에 귀속된 ‘이론 으로 구성된 순수한 형태의 주  의미(theoretically 
conceived pure type of subjective meaning)’ 등이 탐구된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

기 때문이다.66) 이러한 베버의 견해는 특히 국내의 법사회학 연구자들에게 상당

한 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67) 
베버 못지않게 법학과 과학의 엄격한 구분에 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는 역시 젠(Hans Kelsen)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젠은 법을 규범(더 정확

하게는 규범체계 는 규범질서)으로 규정하고 법학을 법규범의 인식과 서술  

법규범에 의해 규정된 요건들 사이의 계에 국한시킴으로써 법과 자연을 구분

하고, 규범학으로서의 법학을 사실  과정에 한 인과법칙  인식을 목 으로 

삼는 여타의 모든 다른 과학과 구분하게 된다면서, 인과 계(Kausalität)와  

다른 별개의 원칙인, 당 (Sollen)로 표되는, 상호행 에 한 규범질서의 존재

가 법학의 독자 인 구분을 가능  해주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68) 
이러한 논의들의 향은 다음과 같은 논의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 같은 법해석학의 성격은 일반 사회과학과 비교할 때 매우 이질 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과학의 본질 내지 특성을 어떻게 규정짓느냐 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 제기

되지만, 모든 과학의 일차 인 목표가 일반 인 법칙(regularities)의 발견과 형

성을 통하여 상을 기술(description)하고 그 인과 계를 설명(explanation)하

는 데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법해석학은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에서 과

연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법해석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상

의 이론  인식이 아니라 본질 으로 가치 단을 제한 실천  단이다. 법해석

에 있어서도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극히 한정된 것일 뿐이다.69)

66) Max Weber, [eds.] Geunther Roth and Claus Wittich,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ranslated by Ephraim Fischoff et al.,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 4.

67) Karl Larenz and Claus-Wilhelm Canaris,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허일태 
역, 법학방법론 (서울: 세종출판사, 2000), 23면 이하에서도 역시 법학과 ‘자연과학적 
학문’간의 구분을 논의하면서 베버를 언급하고 있다.

68) Hans Kelsen, Reine Rechstlehre: mit einem Anhang: das Problem der Gerechtigkeit. 
2nd ed., 변종필ㆍ최희수 공역, 순수법학 (서울: 길안사, 1999), 137∼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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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기본 으로 통 인 과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70) 즉 이러한 논의들이 염두에 두고 있

는 과학은 설명  원리에 기반을 둔 지식의 조직화와 분류를 목표로 하는 과학

 방법론에 의해 결집된 지식체계로서, 이론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추상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  찰’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되어 

행해져도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통제된 찰  실험을 요체로 삼기 

때문에, 법학, 특히 법규범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법해석

학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2. 사견: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개념하에서는 법학 역시 과학이다.

통 인 과학의 개념에 바탕하여 과학과 법학을 구분하는 기존 법학계의 입

장과는 달리,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얻은 인 과학성의 개념, 즉 間主觀

的 理解性, 間主觀的 檢證性, 合理的 推論의 세 측면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법

학의 과학성을 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다

시 말해서 법학에 있어서의 주장들은 주장자 이외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 과 주  사이의 이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주장의 검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 인 

추론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들은 이미 법학계에서도 충실히 이행하

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기에,71) 법학의 과학성의 정은 큰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단할 수 있겠다.
이 게 법학의 과학성을 정하는 입장은 법학을 기본 으로 과학과 같은 맥

락에서, 법학에 의해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한 해답을 추구하는 작업으로 간주

69) 양건, 주 13)의 책, 20면(강조는 필자).
70) 이는 베버나 켈젠의 논의가 이루어진 시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근거를 가

질 수 있을 것인데, 베버의 Wirtschaft und Gesellschaft의 초판은 1922년, 켈젠의 Reine 
Rechtslehre: mit einem Anhang: das Problem der Gerechtigkeit의 초판은 1934년에 간
행되었다.

71) 오랜 기간 동안 학 및 실무교육기관을 통해서 정련되어온 법학은 과학성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간주관적 이해성과 합리적 추론은 별 무리 없이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
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間主觀的 檢證性이라 할 것인데, 이 역시도 법의 이념과 
원리 그리고 법질서의 위계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법실무자 및 법학연구자(들)에 의해 
각종 논의에 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까지 만족시키고 있
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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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결국 보다 나은 해답을 제시하기 해서, 과학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  내에서는, 어떠한 분야의 방법이건 배제하지 않는 연구 자세를 요구하

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법해석학에도 당연히 철되는 바, 해석 작업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해석기법의 도입을 가능  하여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72) 아울러 기존의 해석방법론의 용에 있어

서도 과학성의 제 요소, 즉 간주간  이해성, 간주  검증성  합리  추론의 

철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궁극 으로 과학자 공동체로서의 법학계의 수용과정

을 통한 보다 나은 해석론이 선택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학의 과학성을 수용함으로써 과학사회학  과학철학의 성과들

을 동원하여 법학을 성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한 거부감을 없애주는 장

을 부수 으로 얻을 수도 있을 것인 바,73) 이하에서는 법학의 과학성의 정에

서 더 나아가 법학의 정상과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해 보고, 이러한 법학의 정

상과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상과학으로서의 법학

법학이 가지는 과학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숙한 과학의 척도로서, 
법학의 정상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검토해 보면, 법학의 정상과학으로서의 성격 역

시 어렵지 않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university) 수 의 조

직 인 연구 활동으로 국한시킬 경우에도 12세기까지 소 되는 오랜 연구 통을 

가지는 법학은 과학자 공동체로서의 법학교육  연구체제 그리고 공유된 패러

다임으로서의 법학상의 개념체계  법학방법론을 구비하고 있는 에 미루어, 
정상과학으로서의 제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학의 정상과학성의 인정에 한 정 인 입장에도 불구하

72)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관
련기법으로는 언어학 및 기호학, 해석학 등의 인문과학적 성과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3) 이러한 측면은 특히 기존의 법철학계의 주요 논제 가운데 하나인, ‘법실증주의’와 ‘자
연법론’의 논의구도에 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
을 것인데, 과학사회학에서 논의되는 실증주의와 실재론의 논의구도가 각각 법실증주
의와 자연법론의 논의구도에 상당한 정도로 닿아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더 나아가 협약주의 역시 법학계의 ‘사회계약론’과의 응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과학사회학 등의 성과에 한 적극적인 검토가 법학에 한 성찰에 있어서 적지 
않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는 기 를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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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상과학으로서의 법학의 성숙도는 이와 별도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바, 
법학이 보다 효율 이고 확고한 문제풀이 시스템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해서는, 
법학의 정상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법학의 정상과학성의 제고방안

법학의 정상과학성의 제고를 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패러다임 형성의 기 를 이루는 개념체계의 정련과 과학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까지 생각되기도 하는, 합리  비 에 기반을 둔 논쟁의 

활성화의 요성에 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개념체계의 정련

일반 으로 일정한 존재나 상체를 지시하는 의미 형식으로서, 찰된 사실에 

한 추상 인 표 체 자체를 개념(concept)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74) 이러한 개

념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바, 우선 보통 인간사회에서 언어 으로 표 되며 

특정 내용이나 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기본 인 기능을 바탕으로, 개인이 기

존에 가지고 있는 정신 인 상의 동일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특수한 환경에

서 특수한 용도를 갖는 상, 즉 사물이나 존재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기능도 수

행하며, 아울러 개념 작용의 과정에서 발 될 수 있는 것으로 비가시 , 비감각

 상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개인 내면의 상 이해능력을 지원해 주며 결과

으로 지식의 축 과 확장을 가능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에서는 개념의 

설정에 의하여 제시된 연구문제나 가설을 명확히 하여 연구를 진행시키고 그 방

향을 설정해 주며 구체 으로는 연구범 를 명확히 해주고 변수나 지표의 선정

기 이 된다.75) 
이러한 개념은 ‘방법들의 원천, 문제 역(problem field), 어느 주어진 시 의 

어느 성숙한 과학자 사회에 의해 수용된 문제풀이의 표본’으로서의 패러다임의 

기 를 형성하는 한편, 특정한 패러다임에 의해 그 이해가 좌우되기도 하는 복합

인 치를 차지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이러한 개념의 요성에 비

74) 유사라, 정보학연구와 분석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1999), 22면. 한편, 개념화(con-
ceptualization)는 관찰된 사실을 언어를 비롯한 상징체로 추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세계에서 어떤 것이든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
에 그것을 인식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책, 21면.

75) 유사라, 위의 책,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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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볼 때, 개념에 한 이해 없이 과학  연구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까지 

할 수 있으며,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모든 과학  연구의 출발 으로 볼 수 

있다.76) 
이러한 맥락에서 법학 내에서 사용하는 기본 인 개념의 엄 한 고찰은 정상

과학으로서의 법학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정립에 우선 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라 할 것이다. 물론, 재의 법학계에도 어느 정도의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음

은 정상과학으로서의 법학의 성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이

러한 패러다임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것은 법학의 정상과학성을 제고하는 가

장 기본 인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언어의 다의성으로 인해 정확한 의사소통의 가능성

에 해서는 근본 인 회의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개념의 정교화를 통한 패러다

임의 형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낳을 수 있다. 생각건 , 완 무결

한 수 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도 성립할 수 없는 理想일 것이기

에, 법학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형성도, 가능한 범  내에서 지속 으로 수정되

는 개념의 명확화를 한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시켜나가는 것을 일차 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법  문제를 설

정하는 방식과, 해결을 한 방법론을 정립시켜 완 한 형태의 패러다임을 구축

하여, 법학 연구자간에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77)

한편 법학 문 학원은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과거에 비해 짧

은 기간에 걸쳐 법조인으로 양성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까닭에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하고 있다.78)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학에 있어서의 기 인 개념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분

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기본 인 소통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은 보다 실용 인 의미

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6) 김광웅, 주 31)의 책, 187면.
77)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필자는 현행 헌법상의 국가개념을 헌법상의 맥락을 중심

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기존의 법학계가 유지하는 국가의 개념의 모호성을 드러내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를 수행한 바 있다. 拙稿, “현행헌법상의 
‘국가’ 개념에 관한 고찰”, 숭실 학교 법학논총, 제20집(2008. 8).

78) 법학전문 학원협의회의 보도자료(2008년 12월 5일)에 따르면, 24개 학의 합격자 현
황을 분석한 결과, 법학사의 비율은 33%에 불과하고, 상경계열이 16.4%, 사회계열 
13.3%, 공학계열이 12.8%, 인문계열이 12.4% 순의 비율을 보였으며, 의ㆍ약학계열도 
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의 과학성에 한 試論 / 金周柍   113

2) 비판 및 논쟁의 활성화

비교  평온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정상과학 활동 에 이루어지는 여러 

단들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혼

란의 래를 넘어서, 과학의 발달에 하나의 자극으로 기능할 수 있음은 역사 으

로도 확인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사실에 해 체계 으로 설명을 하

고, 주어진 사건이 나타날 조건  그 귀결을 확인하고, 명제들 사이의 상호 논

리  계를 드러냄으로써 과학은 그러한 충돌을 원천에서 헤쳐 해결하게 되

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이 보다 나은 문제풀이양식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과학  방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논증을 지속 으로 비 해 본다는 것으로서, 증거  자료를 얻어내는 차의 신

뢰 가능성을 단하거나, 아니면 그 결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증거의 입증 능력

을 평가할 확고한 원칙의 에서 이루어지는 비 을 수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고도 할 수 있는 바,79) 정상과학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각종 논증에 한 

지속 인 비 의 수행은 필수 인 차라 할 수 있다.80) 
일반 으로 타인에 한 비 은 비 의 상에 의해 제기되는 反批判의 존재

로 인해서, 논쟁의 형태로 등장하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논의는 결국 과학에 있

어서의 논쟁의 요성에 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비록 논쟁의 과정은 때

로 당사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인간 , 지  긴장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

는 수확은 참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먼  논쟁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상

방의 비 과 공격을 좀더 확실하게 방어하기 해서, 아니면 상 방을 좀더 확

실하게 비 하고 공격하기 해서 자신의 지  세계를 좀더 체계 이고 정치하

79) Ernest Nagel, 주35)의 책, 28∼38면.
80) 이러한 비판의 중요성은 정상과학론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

정되는 바, 이러한 입장의 표적인 논자 가운데 한 사람인 포퍼(Karl R. Popper)는 
“오류의 검출과 제거를 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타당한 답
변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론이나 추측에 한 비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런 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이론이나 추측에 한 비판을 통해서(후
자가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론에 한 비판에 실패해도, 우리 신 그것을 비판해 줄 다른 사람들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임을 제시하면서, 이를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라
고 부르기를 제안하고, 이러한 입장이 우리가 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서 배운 하
나의 견해, 태도, 그리고 전통이라고 주장한다. Karl Raimund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이한구 역, 추측과 논박 1 - 과학  

지식의 성장 (서울: 민음사, 2001), 6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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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 시키는 수확을 얻는다. 한 새로운 지  인식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논쟁이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의 결과

로 인해 어느 특정한 학자나 학 의 존립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분명히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과학 일반이라는 좀

더 넓은 에서 보자면, 논쟁만큼 지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  세계를 

풍요롭게 해주며, 이를 발 시키는 원동력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81) 
이처럼 과학에 있어서 논쟁이 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실에서는 이에 한 다소 주의 깊은 근이 필요한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받

아들인 서구의 근 과학과 이것이 제도화된 문화  공간인 학이나 연구소는, 
근본 으로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원칙과 존재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과학자란 과학을 직업으로 추구하는 문인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직업으로서의 과학이란 과학을 해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과학으로부터 생활의 

터 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업으로서의 과학은 과학을 한, 그리고 과학

으로부터 삶으로, 구체 으로 말해서 문 인 학자들 집단이 문 인 연구와 

문 인 교육  강의 그리고 지  비 과 논쟁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문화

자본을 축 하고 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수와 같은 과학자는 일차 으

로 자신의 직업노동에 헌신하며, 동시에 사물이나 인간에 해 일정한 거리를 유

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가리켜서 흔히 과학자의 인격

이라고 부른다. 학이나 연구소는 바로 과학을 직업으로 추구하는 문가들이 

존재하고 행 하며 삶을 하는 공간이자 제도인 것이다.82) 하지만 동양의 

근 사회에서는 학문하는 사람의 인격이 보편 이고 인격 인 교양과 문화에

서 나온다는 생각이 지배 이었다. 즉, 학문하는 사람이란 윤리 ⋅도덕 으로 

고매하고 완벽하며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신의 몸과 감정을 통

제할 능력을 소유한 인격체라는 표상이 지배 이었던 것이다. 이는 유교가 통

으로 특정한 분야의 지식이나 능력을 시하는 문인이 아니라 인문 이고 

미학 인 삶과 행 를 추구하는 교양인 는 문화인의 양성에 역 을 두었다는 

것을 암시해 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김덕  교수는 한국학계의 실에 

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다.83) 

81) 김덕영, 주25)의 책, 35∼36면.
82) 김덕영, 위의 책, 30∼31면.
83) 김덕영, “과학이냐 학문이냐 - 서구 근 과학의 한국적 수용과 변형과정에 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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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실은 외형은 서구의 근 과학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으로는 통 인 학문이 그 로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모습을 지 않게 보인다는 평

가가 있다. 즉 서구화된 체제(System)는 자동 으로 정신(Geist)까지 서구화시키지

는 않았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근  서구의 체제와 학문이라는 

근  동양 는 한국의 정신이 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근  

합리성과 동양 그리고 한국의 통  는 근  합리성의 결합이 근  비합

리성의 출 을 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도 진보를 지향하는 서

구의 근  과학정신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성 의 경 으로 상징되는 상고주의는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진보보다는 기존의 진리에 집착하게 만들고, 따라서 새로운 

학설을 내세우기를, 그 에서도 특히 자신과 개인 인 계에 있는 학자들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피력하기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

는 경우에 이를 발표하기 어려운 분 기는 사실상 한국의 학자들로 하여  과학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는 것을 사실상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어 결과 으로, 때때로 

그리고 곧 계속해서 성인의 고 을 독서하며 묻고 배우는 통 인 학문의 정신

도 사라져 버리고, 문분야의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는 근 인 과학의 정신도 제

로 발 하지 못했다는 지 인 것이다. 

이러한 지 은 상 으로 비 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

는 우리 법학계의 실에 비추어 보아도, 실로 경청할만한 것이라 생각하며, 다

양한 논쟁의 장을 마련하기 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하여 개별 인 연구자들은 과학정신의 무장 아래 비 의 상을 철 하

게 논의의 범  내로 한정지움으로써 불필요한 論外의 립을 피할 수 있는 자

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논문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학자들의 기본 인 속성을 감안할 때, 
학술 회 등의 개최나 학회지의 발간을 주 하게 되는 법학계의 학회  연구소

들의 역할이 요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인 바, 학술 회나 학술지의 기획에 있

어서 논쟁 인 주제의 극 인 발굴을 통한 논쟁의 장을 확 해 나가기 한 

노력을 지속 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학 연구에 있어서의 다양한 

비   논쟁의 활성화는 법학의 정상과학성의 제고는 물론, 근  과학정신의 맥

락에 있어서의 한국학계의 실에 한 타개책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회이론, 제21권 (2002), 178∼181면. 김교수는 이러한 사실은 스승과 제자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보다 명백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구 근 과학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은 교사와 학생을 각자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자아로 인정하고, 이들 
사이의 일정한 인격적⋅사회적 거리를 인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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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지 까지 간략하게나마, 과학성을 심으로 하여 과학의 의미를 악하고, 이

러한 과학이 법학과 맺게 되는 계의 양상에 해 살펴보았다. 자연과학을 심

으로 형성되어 온 통 인 과학의 이미지는 과학 그 자체 인 활동에 의한 지

식의 확장  과학사회학과 과학철학 등의 특수분야의 성과에 의해서 차 수정

이 가해지게 되어, 오늘날 과학은  분야에 걸쳐, 사회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어, 결국 과학은 지식을 얻기 한 인간활동의 한 국면

으로서 ‘인식을 한 합리 인 방법’의 정 에 치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구체 인 상은 사회 인 차원에서 단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찰의 과정에서 법학은 간주  이해성, 간주  검증성  합리  

추론으로 표되는 인 의미의 과학성이라는 기 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

학 그 자체가 과학의 범주 하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 을 뿐만 아니라,84) 
오히려 보다 효율 인 문제풀이 방식으로서의 법학 연구의 실행을 해서는 개

념체계의 정련  비 ㆍ논쟁의 활성화와 같은 법학의 과학성을 제고하기 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 다.
본 논문은 법학의 과학성과 련한 극히 기본 인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

로도 법학의 정상과학성을 높이기 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말할 것

도 없다. 이와 련하여서는 우선 으로 방법론  차원의 논의들이 보다 심도 있

게 논의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바, 무엇보다도 논증의 타당성의 기 를 제

공하는 수단인 논리학 인 고찰을 수행할 필요성이 시 하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복합 인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법  문제들에 

히 응하기 해서는 법학자체의 정상과학성의 제고에만 심을 가지는데 그쳐

서는 안되며, 법학 이외의 학문분야에 한 지속 인 심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투고일 2009. 2. 20   심사완료일 2009. 3. 12   게재확정일 2009. 3. 13

84) 한편, 한상범 교수는 한국법학의 구태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경쟁의 ‘무기’로서 법학의 
‘과학화’를 주장한 바 있기도 하다. 한상범, “한국의 법제와 법학의 기본과제 ― 봉건
적식민지적 및 반민주적 잔재 청산과 사회과학으로서 민주법학의 수립을 위하여,” 아
태공법연구, 제9집 (2001. 9), 특히 3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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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say on the Scientific Character of Jurisprudence

 Ju Young Kim*

85)

There is a wide spectrum in argumen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jurisprudence and science. In one pole, jurisprudence is strictly distinguished from 
science but, in the other, jurisprudence is fully included in science. Between 
these extremes,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some parts of jurisprudence are 
distinguished from science but some parts of jurisprudence are included in 
science. 

I think these various arguments have their origins in ambiguity in the meaning 
of major concepts such as jurisprudence, science. In this article, I have inquired 
the meaning of jurisprudence and science and their relationship by reflexivity.

In these days, the nature of science is generally defined by the scientific 
character in research method. In other words, science is not general or specific 
knowledge but the system of knowledge accumulated by scientific method. In 
this context, the strict division between nature science and social science has no 
meaning, so jurisprudence can be regarded as a part of science. In addition, we 
have to make efforts to refine jurisprudence to meet the attribute of “normal 
science” in Kuhnian sense. Some of these efforts are improvements in system of 
legal concepts and activation of arguments for enhancement of scientific cha-
racter.

Key words: jurisprudence, science, scientific character(Wissenschaftlichkeit), 
normal science, concept, logic,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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