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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과〉 

철 

20세기 전반 머국의 법학교수를 비롯한 법률가들1)은 형식주의 법학을 벼판하변서， 새로 

운 법학의 정립을 모색하였다. 그 중심자는 컬럼비아 법과대학과 예일 볍과대학이었다. 

우리는 이들의 논의 전반을 법현실주의 (A뾰lerican legalrealism) 혹은 볍현실주의 운똥 

(American leg밟 realist moveme빼)이라고 칭한다. 법현실주의란 대략 70면전에 미국에샤 

태동되어 , 세력을 형성하였던 법학의 한 흐륨이었다. 법현실주의 혹은 법현실주의 운동의 

시기와 종기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험주의 연구의 활성화， 법학교육 개편논의 동 

에 초점을 맞춘다변 법현실주의를 1920년대. 30년대의 법사상이라고 할 수도 었다. 하지 

만 흠즈 대법관， 그레아 교수 등이 빠트릴 수 없는 인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선 

다면 연도는 상당히 내려간다. 또한 라스웰， 맥두갈 등도 법현실주의의 일원으로 파악팩 

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연도는 상당히 올라온다. 

우리의 경우 일제시대의 볍학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전문가의 작엽을 

통하지 않고서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료의 정리가 잘 안되어 있기 때 

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현실주의의 경우 그에 관한 1차 2차 자료들은 웬만한 미국 때학도 

서관이면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구하기에는 시간과 거리상 제약아 있지만 그렇다 

고 해서 어렵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현실주악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볍현실주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법현실주의자로 

지칭되곤 하는 수십 명의 인물들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법현실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손꼽을 정도임에 비추어 외국인으로서 법현실주의라는 제목으로 글 

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기도 하다. 둘째로 현실주의자들 자체의 의견이 통일되어 

'01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필자는 법현실주의의 생명력은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는 판사들이 참여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다고 본다. 묘olmes ， Brandeis, Cardozo, Learned 묘and， Frankfurter, Frank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요즈음의 논문들에서 가장 많이， 혹은 약방의 감초 격으로 인용되 

는 인물들이며， 법현실주의의 재판이론 혹은 판결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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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심분야도 다르며， 의견도 상이하고 따라서 법현실주의자들 내부에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지류로 나누고 이를 하나하나 살피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셋 

째로 현재 미국법학의 주요학파라 할 수 있는 법과 사회운동， 법경제학， 비판법학 등은 

각기 법현실주의 운동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 학파가 파악하는 법현실주의의 모 

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가 법현실주의자인가에서부터 법현실주의 운동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상반된다 

필자가 볍현실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법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초기적 논의를 

검토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략적이나마 근 150년간의 법사상의 

전개를 19세기 중반 이래의 법사상，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전반의 법사상， 20세기 후반의 

법사상으로 구분하여 보자 필자로서는 법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초기적 논의는 이익법 

학， 자유법학， 사회학적 법학， 법현실주의 등에 실려 있다고 본다. 외형상 이 시기 서구 

의 새로운 법사상들은 종래의 법학을 개념법학， 해석법학， 실용법학2) 이라고 부르며 비판 

하였고， 미국의 법현실주의는 종래의 법학을 형식주의 법학이라고 부트며 비판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의 아래에서 20세기 전반의 법사상은 근대의 인간관， 세계관， 경제관， 

법관， 정치관에 대한 비판을 담으며， 현대적 삶을 구상하고 있었다. 법현실주의에 한정하 

여 말한다면， 이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새 시대의 지평을 연다는 역사적 사 

병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21세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20세기 전반의 법사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우리는 물론 식민지시대의 법학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동일 평면 

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20세기 전반의 법이해’ 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 및 한계를 지적하 

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두 작업 모두 현대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며， 

더 나은 미래 혹은 법학이 표방하는 정의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추구하는 바를 말한다면 크게는 법현실주의의 교훈과 사상적 한계를 짚어 보고 현 

대법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는 20세기 

전반 미국의 강력한 법사상이었던 볍현실주의의 모습을 업체적이고 가능한 한 상세하게 

보이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활자화의 중압감을 약간 덜 

고자 한다.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법현실주의의 모습을 상세하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이라고 하였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볍현실주의의 여러 문제들을 심도 있게 

2) 루마니아의 법학자 오이겐 에를리히는 1912년 당시 볍학이 재판관 양성을 목표로 하며. 따라 
서 법학은 주어진 볍률을 이해하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것 이외의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개탄하였다 에를리히 저/ 장경학 역， 법률사회학의 기초이론 

(원기사， ι1955) ， 18-30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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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지 못하였으며， 법현실주의를 살펌에 있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들이 다루어지지 못 

하였다. 앞으로 따로 장을 만들어 다루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법현실주의의 법학교 

육론， 현실주의와 뉴딜정책， 개별법분야에서의 현대법을 향한 법리탐색 등으로， 법현실주 

의 운동의 전체적 모습의 파악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 우리 나라도 법학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개혁의 필요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보인다. 법현실주의의 

법학교육 개선론은 평자에 따라서는 미국 역사상 법학교육에 관한 가장 심도 있는 논의였 

다고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글은 주에서 약간 언급하였을 뿐이다. 현실주의와 뉴 

딜정책은 법현실주의자들이 루즈벨트 정부에 참여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법현실주의 

자들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 등을 검토하기에 적합한 부분 

이다. 이 주제는 참여와 이상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 시사하여 주는 면이 있으리라고 본 

다. 또한 볍현실주의자들의 개별법분야에서의 현대법을 향한， 현대법을 위한 법리탐구는 

말할 나위없이 중요한 부분이다 3) 왜냐하면 볍학자로서 법리의 구성이란 모든 것을 응축 

하는 창조적인 작업일 것이며， 볍현실주의의 성과는 이를 통하여 검토될 수 있을 듯도 하 

다. 

이 글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진 논의들， 빠진 분야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샤일에 보충하기 

로 약속드리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로 한다. 

n. 법현실주의 

1 . 법현실주의자들 

볍현실주의를 살펌에 있어서 어떤 인물들을 법현실주의자로 볼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검 

토되어져야 할 작업일 것이다. 대개의 미국학자틀은 볍현실주의의 대표자로 인청받는 

Llewellyn의 1931년 논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묘ewellyn은 1931년의 논문 “Some Realism 

Abot뼈 묘ealism-묘esponding to Dean Poun뼈 4)에서 법현실주의자 20명의 목록을 제시하였 

다. 그 목록은 ￦alter Bingham (Stanford 법대 교수 이하의 괄호는 르웰린이 이 논문을 

쓸 당시 의 각자의 직 업 임 ), Charles E. Clark (Yale 법 대 학장) , ￦alter Wheeler Cook 

(Johns 묘opkins Institute 법학연구소 교수)， Arthur L. Corbin(￥ale 법대 교수)， William 

O. Douglas (Yale 법 대 교수). J. 훤rancis (Oklahoma 법 대 교수)， Jerome 훤rank (New 

York주 변호사)， Leon Green(Northwestern 법 대 학장). J. C. 짧utcheson(USCA 5th 

3) 김지수， “국내公序와 국제계약 영미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1(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 

소. 1994) , 44-82 참조. 김지수 교수의 위 논문은 계약법이론의 현대경향의 장 등에서 법현 
실주의의 계약에 대한 법리 추구에 대한 입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4) 44 Harv. L. Rev. 1222 (1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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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판사)， S. Klaus(New York시 변호사， 전 Columbia 법 대 교수)， Karl 

Llewellyn (Columbia 법대 교수)， E. G. Lorenzen(Yale 법대 교수)， Underhìll Moore 

(Yale 법 대 교수) , 묘erman 뻐iphant(Johns Hopkins Institute 법 학연구소 교수)， Max 

Radin(캘리 포니 아 Berkeley 법 대 교수) , ￦esley Sturges (Yale 법 대 교수)， L.A. 맑Ilin 

(Columbia 법대 교수) , 묘essel E. Yntema(Johns 묘opkins Institute 법학연구소 교수)를 

언급하고 있다. 

법현실주의에 대해 뛰어난 연구를 남긴 트와이닝은 르웰린의 위의 논문과 그에 포함된 

목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특정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로 1931년 당시 젊은 사람 

에만 한정하여 복록을 작성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학에 대한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목록에 있는 Patterson, Lorenzen, Powell, 묘adin보다 우선되어야 할 묘olmes ， Gray, 

Cardozo, Pound와 같은 인물들이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로 르웰린의 논문은 한 

편으로는 목록에 의도적으로 현실주의자라는 명칭 아래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포섭하려 하 

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주의자들의 공통점을 말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그 공통점은 

상당히 인위적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셋째로 법현실주의자들은 대부분 컬럼비아와 예일 

법대에 포진해 있었다는 것이 이 운동의 특정이다. 목록에 기재된 20명 중에서 16명은 당 

시 예일과 컬럼비아에 혹은 양쪽에 밀접한 관련이 있던 인물들이다. 나머지 4명 중 

Powell과 Patterson은 6하버드 사람 이며 주변적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 Bingham은 

컬럼비아 볍대에 교환교수0926-27) 였었고 F‘rank는 후일 0946-57) 예일에서 파트타임 

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르웰린의 목록에 끼일만한 인물들인 A. A. Berle, T. Arno뼈， W. 

圓amilton 등도 역시 컬럼비아나 예일에 재직하던 인물들이다 그리고 목록작성 후에 활약 

하여， 연구자들이 법현실주의자로 거명하는 인물들 또한 이 대학들에 재직하였다 예일의 

G. 묘ession， R. 뼈. 묘뼈tchins ， Walter Nelles, 맑red RodeH과 컬 럼 비 아의 앞서 언 급한 묘erle을 

포함하여 묘. L. 끓밟e， J. 묘anna， A. Jacobs, Jerome Michael 등이 그들야다. 또한 ‘Law, 

Science, and 밤olicy’ 로 유명한 예일의 Lasswell과 聊cDougal이 볍현실주의자로 거명하기 

도 한다 트와이닝은 이들 인물들이 법현실주의를 말함에 있어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고 

는 보지 않는다 5) 

좀 더 근자에 들어와 법현실주의를 평가해 보려는 시도는 법현실주의를 20세기 전반의 

법사상의 흐름이라는 보다 넓은 문맥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코넬 볍대의 교수인 Robert 

Summers는 상당분량의 논문인 “밑ragmatic Instrumentalism in Twentieth Century 

American Legal ’rhought: A Synthesis and Critique of Dominant General Theory About 

5) William Twining, Karl Llewellyn and the Realist Movement (Norman: Oklahoma Univ. Press. 
1973). 76-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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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Its Use" 에서 20세기 전반의 미국의 법사상을 실용적 도구주의라고 특정 지우며， 

법현실주의를 그 속애 위치시킨다. 그는 실용적 도구주외라는 용악가 법현실주의를 대체 

하는 명칭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법현실주의를 1920-30년대의 실용적 도구주의 법사상으 

로 규정하는 셈이다 6) 그는 실용적 도구주의의 시작과 끝을 홈즈 대법관이 The 

Common Law를 출간한 1881년으로부터 법현실주의가 세력을 상실하게 되는 1940 1념까 

지로 잡으며， 실용적 도구주의에는 실용주의 법학， 사회학적 볍학， 볍현실주의가 포괄판 

다고 말한다. 선별적인 목록임을 감안해 달라고 독자의 양해를 구하면잭， 실용적 도구주 

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실용적 도구주의자의 목록을 채시하는데， 그 목록에는 다음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매ohn Ch뺑man Gray0839-1915) , Oliver ￦en뼈eH 묘뼈mes Jr。

0841-1935) , Jo顧 Dewey (1 859-1952) , Roscoe 판ound (1 870-1964) , 맴Talter'隔leele한 

Cook0873-1943) , Joseph Walter‘ Bing.뾰am0878-1973) , 聊. UI뼈erhi뾰 陣oore (1 879-

1949) , 圓erman Oliphant0884-1939) , Jerome Fra뼈k0889-1957) ， }종arl 쨌。LleweU뺑@ 

0893-1962) , 함elix Cohe뾰0907-1953) 야 그 목록에 들얘있는 인물들이다 7) 

미 국 비 판법 학 계 열 에 속하벼 묘arvard 법 대 의 법 사학자안 뼈orto뾰 ]댐orowitz는 르웰 린 아 

발표한 법현실주의자외 목록에， 앞서의 트와이닝보다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8) 호러위츠 

는 1931밸 당시 , 38세이었던 르웰린은 학문적으로 성숙되지도 않았고， 지적 편견 또한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었으며， 법현실주의 전반에 대하여 말할만한 입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르웰련외 논문작성의 동기에 관하얘， 당시 명망있는 법학자안 파운드 

의 소장학자들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답변할 필요도 있었겠지만， 이 운동의 대표자로 인 

정받으려는 욕구가 더 앞섰을 것아라고 추측한다 9) 호러위츠는 후세의 법사학자들어 볍현 

실주의를 전반적으로 규명하는데 있어 르웰린의 1931년 논문이 가장 핵심적인 역활을 하 

게 되지만， 이 논문은 법현실주의에 대한 이해에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의 볍현 

실주의에 대한 이해도 자연히 오류를 가지재 되었다고 주장한다 10) 

6) 66 Cornell L. Rev. 86 1. 864면 註 2 참조 (1 98 1) 

7) 위 의 논문， 865면 
8) MortonJ. 짧orowitz ， The Transformatioη ofAmericαnLaω 1870-196θ (Oxford: 에‘ford Univ. 

Press , 1992) , 171변 참조-

9) 위의 책， 171변 
10) 묘dward ￦hite는 서평논문에서 법현실주의에 대한 호러위츠의 파악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정리한다. (1) 호러위츠는 법현실주의와 사회학적 법학간의 차이점보다는 그 연관성을 강조한 

다- “여러가지 이유로， 볍현실주의를 20세기 초의 진보주의의 개혁적 안건을 계속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법현실주의와 제 1 차 세계대전전 로스코 파운드가 사회학적 볍 
학이라고 불렀던 것간의 차이가 너무 강조되고 있다." (1 69변) 그는 양자의 차이점에도 불구 

하고 법이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힘으로서 봉사한다는 고전적 사고를 배격한다는 점에서 공 

통이라고 본다. 또한 법현실주의가 과정론(process theory) 에 의해 대폭 수정되기 이전까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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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위츠는 르웰런의 목록에 올라있는 Clark, Moore , Oliphant, Yntema, Douglas, Cook 

은 사회과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를 주장하였던 인물들로 이들 중에는 실증주의 사회과 

학인 행태주의 입장을 추종한 인물들이 있으며 , 파운드의 법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들 

에게 마땅한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11) 이들 인물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Cook은 컬럼비 

아 법대를 떠나 존스 홉킨스 대학 법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맡았었고， Oliphant, Yntema 

도 컬럼비아 법대를 떠나 이 연구소에 합류하였었다. Douglas와 Moore도 컬럼비아 법대 

에서 예일 법대로 옮겼었다. 예일 법대 학장이었던 Clark과 더불어 이들은 법의식， 법기 

관， 법제도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들이었다. 즉 이들 모두는 르 

웰린의 논문이 발표될 당시 존스 홉킨즈 법학연구소와 예일 법대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들 

로 과학적 법현실주의자로 간주되는 인물들이다. 

르웰린은 1956년의 한 연설문에서 홉킨즈와 예일에서의 법연구에 대하여 깊이도 결여되 

어 있고， 방법론상으로도 지극히 행태주의적이며， 결국 이들의 연구는 지난 25년간 법리 

연구 외의 법학연구에 대한 관심을 저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라고 하며 Moore와 

Oliphant를 거명하며 비판하였다 12) 트와이닝은 르웰린의 1956년의 평가는 당시 시카고 

대학의 그의 동료들의 정량적 연구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담겨져 있다고 보며， 40년이 지 

사고의 진보적 사상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2) 호러위츠는 진보적 법사상의 인지적 상대주의 (cognitive relativism) 를 강조하며 , 진보 

적 법이데올로기의 이 측면은 현실주의와 관련하여 대개 잘못 이해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미 

국의 법사학자들은 지적 실체로서 현실주의운동을 파악할 때 칼 르웰린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 

하였으며 , 현실주의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현실주의와 가치중립적 과학의 관계를 강조하는 

등의 르웰린의 작업을 그대로 받아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현실주의의 요점에 대한 

왜곡을 가져 왔다고 한다 호려위츠의 르웰린의 목록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이 

나마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법현실주의를 정의하려는 르웰린의 작업은 현실주의자들 

의 실질적 · 정치적 입장의 중요성을 일실하고， 이제는 대략 신뢰를 상실한 실증주의적， 행태 

론적 사회과학의 입장을 너무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현실주의의 지적 · 정치적 유산의 풍부함 

을 잃게 하고 있다." (1 72연) 

(3) 호러위츠는 현실주의자들을 정치적 개혁자로， 인지적 상대주의자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 
며， 현실주의의 유산을 기술하기 위하여 제 3의 서술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그는 현실주의자 

들을 정치적 개혁의 진보주의적 전통의 맥락에 놓음으로써， 그들을 법과 정치의 구분에 대한 

전통적 체계에 적대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법과정론과 같이 현실주 

의를 타도 혹은 흡수하려는 20세기 중반의 시도를 볍과 정치의 2분법을 재도입하려는 시도로 

파악한다 그는 법현실주의내의 인지적 상대주의와 가치중립적 사회과학간의 머뭇거림을， 법 

현실주의가 주관주의의 허무론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일종의 방법론적 중립성을 찾으려는 시도 

로 파악한다 G. Edward White, ‘'Transforming History in the Postmodern Era, Review of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Law by Morton J. Horowitz ," 91 Mich. L. Rev. 1315. 1342-43변 
의 요약 (1 993). 

11) 호러위츠， 위의 책. 181면 

12) Llewellyn , 8 Jo. Leg. Ed. 399. 400변 . 403면 ; Twining, Karl Llewellyn and the Realist 

Move~ηent ， 63-64변 에 서 재 인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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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금에 있어서도 이들 ‘과학자 (Scientists) ’ 의 업적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결론지었 

다 13) 

호러위츠는 르웰린의 목록에 포함된 인물들 이외에 어떤 인물들이 법현실주의자의 목록 

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14) 그는 이들을 5개의 집단으로 나눈다. 첫째 집단은，제 

1차 세계대전 전에 활약한 인물들로 구성되며 . John Chipman Gray, Pound, Brandeis, 

Cardozo, 표ohfeld， Leamed 묘and， 圓adan Fiske Stone을 든다. 호러위츠는 르웰린의 목록 

에 기재된 르웰린의 예일 볍대 스승인 Walter Bingham은 그리 선구자격인 인물은 아니라 

고 본다. 둘째 집단은 제도학파의 경제학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법에 관해 쓴 묘ichard T. 

Ely, John 묘. Commons가 있으며 , 이 외 에 도 Gerald 뾰enderson， Robert Lee Hale, James 

Bonbright가 포함된다. 이들과 더불어 르웰린의 논문 이후에 The 郞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밍erty (1 932) 를 출간한 Ado뼈h A. Berle,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 930-1935) 의 집펼에 가담한 Edwin Seligman과 같은 제도학파의 경제학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 Encyclopedia에 실린 글들은 가치중립적 방법론， 기술적 엄밀성에 쓸 

데없이 사로장혀 있지 않았다고 호러위츠는 평가한다 15) 

셋째 집 단은 John Dewey, 뼈orris Cohen과 같은 철 학자와 때orns의 아들 Felix Cohen으 

로 구성된다. 호러위츠는 이들은 실증주의， 가치중립적 과학에 입각한 방법론을 배격하 

고， 가치형성작업을 중시하였다고 한다. 넷째 집단은 개별법분야에서 신학풍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즉 형식주의 법리를 배격하고，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려고 한 인물들 (anti

formalist doctrinists) 이다. 호러위츠는 르웰린의 목록이 일반론을 편 인물틀에 편중되었 

고， 개별법 분야에서는 주로 르웰린의 전공인 상법과 계약법에 관련된 인물들만이 언급되 

었다고 주장한다 르웰린이 존경하였던 자신의 스승인 계약법의 Arthur L. Corbin과， 불법 

행위법의 Leon Green을 포항시킨다면， 각 분야에서 그러한 작엽을 한 Francis 묘ohlen， 

Jeremiah Smith, Fleming James, 쨌athan Issacs, 圓aro뼈 Lask:i, Warren Seavey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호러위츠는 주장한다. 호러위츠는 1923년 설립된 American Law 

Institute에 의해 형식주의 볍학자가 주가 되어 30년대 초반에 발행된 짧'st restatements 

13) 트와이닝 , 위의 책 67면. 405면 참조 르웰린은 1951년 컬럼비아 법대를 그만두고 1946년 

세 번째로 결혼한 부인과 함께 르웰린 부부에게 교수직을 제의한 시차고법대로 옮긴다. 르웰 

린이 시카고 법대로 옮긴 이유에 대해 트와이닝은 그가 Edward Levi학장을 존경하였고， 중서 
부에서 동부의 법과대학을 능가할 가능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같은 책. 112면 

참조. 

14) 호러위츠， 위의 책. 182-85면 “￦ho Were the Realists?" 참조 
15) 호러위츠는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의 볍학분과 담당은 Pound였으며， 그는 

Harold Laski, Karl Llewellyn, 댐Talter Wheeler Cook, Harold Lasswell, Max Radin, Walton H. 
Hamilton과 같은 법현실주의자를 필진에 포함시켰다고 언급한다. 호러위츠. 위의 책. 3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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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 분야에서 비판한 학자들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법에 대한 

restatement를 비판한 Lon Fuller, John Dawson과， John Beale이 집필한 섭외사법을 비판 

한 Davi뼈 Caver와， F’uller를 응용하였던 FeHx 받ran않’'urter가 이에 속한다고 본다. 호러위 

츠는 Fuller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의 평에 의하면 풀러가 Per뼈ue와 같이 쓴 1936년 

논문인 “The Reliance Interest in Contract Damages" 16)는 현실주의의 둘도 없는 소중한 

볍리연구 논문이라고 한다. 맘uller 자선은 법현실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쓰기도 했 

고， 자신을 법현실주의자라고 여기지도 않았지만， 호러위츠는 그를 반형식주의 볍려연구 

의 대표자로 볍현실주의 운동에 포함시킨다. 

다섯째 2집단 즉 마지막 집단은 행정법분야의 합ank1뼈rte:r와- Lan않18이다. 호러위츠는 

훤:ran없i뼈rte:r댐 경우 르웰란아 파운드에게 우송한 미간행목록에는 포함되어 었지만 1931 

년 논문얘샤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사회학적 볍핵자로 분류하얘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제외사켰다고 한다. 호라위츠는 아들을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한 정당성의 위기를 종착역까 

지 어끈 인물들로 평가하얘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행정볍 분야약 업적은 사장의 자율성， 

공사법의 엄격한 구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며， 법원중심의 법개념의 정당성을 문제삼고， 

형식주의를 붕팩시켜벼 사회공학의 필요성을 체화하고 있다고 본다. 그라고 뉴딜이후 이 

들이 새로운 관료적 규제국가의 정당화애 가울인 노력 또한 볍현실주의의 맥락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러위츠는 르웰린의 목록을 르웰란의 양면적 성격과 연관시킨다. 한편으로는 혁신적아 

고 우상 파괴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다른 한펌으로는 기술과 과학을 중시하는 순응적 태 

도를 존중한 르웰련의 성격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이하고， 쇼킹 

한 구어적 표현 Kant의 방법아원론에 대하여 레포트를 적은 학생에 대한 호된 꾸지람의 

일화에서 나타난 우상 파괴적인 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상법선택의 이유에 나타나는 

기술적 복합성에 대한 경도， 이러한 양면성이다 17) 이러한 호러위츠의 주장을 감안하여 

목록을 검토한다면 Hutcheson , 18) Frank와 같이 우상 파과적인 인물과 뼈oo:re Cook과 

16) 1부 2부 각각 46 YaleL , J. 52 , 373 (1 936-7) 
17) 호러위츠， 위의 책， 185-87면 “Legal 묘ealism and Iconoclasm" 참조. 
18) Joseph C. 뾰utcheson， Jr 는 “멜1e Judgment Intuitive: the Function of the Hunch in Judicial 

Decision," (6 Cornell. L. Q. 274)으로 유명하다 묘utcheson은 이 논문에서 육감(hunch)을 인 

간의 창조적 능력으로 승화시키고， 사법과정에서 사실판단이나 규범판단 모두가 이 능력의 발 

현에 의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단을 인지적 판단， 도박적 판단， 직관적 판단， 완 

고한 판단으로 나누어보고 현재 법원의 판단은 인지적 판단과 인지적 능력을 증시하지만， 올 

바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야 함은 물른이고， 직관에 의해 확신을 얻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직관에 의해 지지된 판단을 말로 담기란 어려우며， 논리적인 

글인 판결문 작성을 부담으로 본다 274-288면 요약. 묘utcheson의 주장은 일려가 있다고 보 

인다- 그의 주장은 결국 이성 (reason) 과 감성 (desire) 이 일치된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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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학성을 중서하는 인울이 공존함을 발견할 수 있다. 

2. 법현실주의 

트와이닝은 미국의 컬럼비아 법대， 예일 법대를 중심으로 한 1920년. 30년대의 법학내 

의 움직임을 일정한 이론 하에 뭉친 학파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사적 현상으로 

서의 운동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20) 그에 따르면 1931년까지의 중요인물들로 

판결 이 좋은 판결 이 라는 주장으로 보이 며 . hunch를 생 산적 상상력 (맹rodudive imagination) 야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 Twining, Karl Llewellyn and the 끓gαlist Movement, 82변 
20) 트와이닝은 위의 저서에서 르웹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에 앞서 볍현실주의의 역사적 전깨얘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법대， 예일 법대， 존스 홉킨즈 대학교 볍략연구쇼를 중심 

으로 전개된 20년대. 30년대의 럽현실주의 운동을 살피는 것온 볍현실주의를 이해하는데 나 

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20년패. 30\년대의 볍현실주의 운동에서 법학교육개편 논의가 차 

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다. 사실 볍현실주의의 법학교육론은 독립현 장으로 다룹이 원칙야겠 

으나，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후일로 미루려고 한다. 다음은 트와이녕이 쓴 Karl 

Llewellyη and theR강alist Movement의 제 3장 Columbia in the 1920’ s; 제 4장 TheA뾰erma뼈 

of the Split 41변에서 69면끼지의 요약이다. 

1920년대 컬럼비아 법대는 법현실주의 운동의 메카였다. 트와이닝에 따르면 1920년대 컬 

럼비아 법대는 하버드 법대에 이어 미국내에서 랭킹 2위의 법대로 여겨졌으며. 1891년에 국 

제법과 대외관계. 1917낸 입법학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랑탤의 사볍중심의 문답식 교육아 이 

곳에서도 세를 떨치고 있었다. 1919년 Cooko1 컬럼비아 법대에 부임하고， 그는 뼈oore와 합 

심하여 법학교육을 혁신하려 하였다 Moore는 유력집안 출신으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부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변호사 6년 그리고 중서부의 대학들에서 교수생활 8년을 한 후 

1916년에 컬럼벼아 볍대로 부임하였다. Moore는 상볍교수로 어음수표법에 명성을 얻고 있었 

으며， 그는 1922년까지 유통증권과 이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노트를 작성하고， 색인을 정 

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의 강의의 특정은 예를 들어 매매에 대한 강의에서 저 

당， 보증， 보험 등 다른 분야도 포함시켜서 논의하였다. 1922년경 어느 날 그는 여태껏 정리 
해 놓은 자료들을 집어던지며 자산이 해 온 작업을 저주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인간행태에 

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순수연구’ 로 방향을 전환한다. 

뼈oore가 자신의 강의에서 기존의 법과목의 분류를 존중하지 않은 이유는 법과목은 실채 상 

황에 맞추어 분류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이 생각은 Oliphant에 의해 

받아 들여졌고 Oliphant는 컬럼비아 볍대의 교과과정 개편작업의 선봉에 서게 된다. 

Oliphant는 원래 비교언어학을 전공하였으나 진로를 수정하여 시카고 볍대에서 볍학을 전공하 

였고 후에 재무부의 볍무담당관(Genend Counsel)으로 봉직 0935-39년)하지만， 교수가 되가 

전에는 Cook처럼 실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1922연 Moore와 Cooko] 강력히 천거하여 

컬럼비아 법대에 요게 된다. 1922년 Cook은 학장 Stone을 비롯하여 다른 교수들과 디툰 후 

에 예일대학으로 옮긴다. 딩사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었던 Nicholas Murray Butler는 1922년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과대학원이 너무 협소하고 기술적언 교육에 치증하여 볍학， 

윤리학， 사회과학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조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학교육의 모 

든 변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안 검토가 요망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 Stone학장이 

사임하는얘 이 보고서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며， 반대로 Moore와 Oliphant에게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Oliphant는 캘럼비아 볍대에 부임 후 1년만인 1923년 법대교육 개편안을 작 

성하여 총장에 전달하였고， 총장은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꽁식적인 행통은 자제하라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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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하튼 1922-1923년 학기에 Oliphant와 Dowling은 실험적인 강의를 하였고 이는 교과목 

의 전통적인 분류를 넘어섰기 때문에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다- 곧 담합규제 (trade regulation) 

라고 개병된 불법담합 (illegal combination)이라는 과목의 강의에서 Oliphant는 일반적으로 불 

법행위법에서 다루는 내용들과 계약법， 회사법， 형법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가르쳤다. 

Dowling의 노사관계법 강의도 과목간의 전통적인 구분을 넘어 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대 

리， 형평법을 포함하였다， 그 당시 사정에 비추어 이것이 독창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하버드 법대는 이미 이런 식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교과목 정비의 문제가 부상되었고 논의가 증폭되어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1923년부터 1926년까지는 Oliphant와 Moore의 교과과정 및 법학교육개편 주장에 대하여 

Llewellyn, Yntema, Douglas와 같은 비교적 젊은 교수들은 지지하였고， 다른 교수들은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다. 1926년 봄부터 법학교육개편에 대한 열띤 논쟁이 본격화되었고， 어느 

교수를 막론하고 많은 시간을 이 문제에 할애하였다. 1927년 경제학자이며， 컬럼비아 법대에 

초빙교수로와 있던 Leon C. Marshall이 Young B. Smith의 제안으로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위 

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Smith의 제안은 교과과정 개편은 법학과 여타의 사회과학들， 

특히 경제학과 통합을 지향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 Marshall과 같은 경제학자가 참 

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체토론에서는 Oliphant가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Moore와 Marshall이 그를 보조하였다. 

1928년 봄학기에 Oliphant는 모든 다른 일로부터는 면제받았고，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보 

고서 준비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이미 합의된 바에 기초하여， 생활관계에 따라 모든 교과 

목을 4개 부문으로 편성 하였다. 상사관계 (business relations) . 가족관계 (familial relations) , 

공동체 적 정 치 적 관계 (communal-political relations) , 법 의 운영 (law administration) 의 4개 

부문이었다. 마지막 부문은 잡동사니였고， 앞의 3개 부문은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정치경제 

학과 기업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에 각각 대응되는 것이었다 이 중 상사관계에 많은 비중이 

놓인 까닭은 이 분야가 Marshall과 Oliphant의 전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획 하에 소 

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으며， 예를 들어 상사관계의 세부분야로 마아케팅 (marketing) , 기업조 
직 (business organizations) , 노사관계 (labour relations) , 금융신용(financial credi t) , 위험부 

담(risk-bearing) . 생산(production) 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Oliphant가 

엮어 낸 SummaIγof Studies in Legal Education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의 저변에 놓인 교수들의 공통된 인식은 첫째로 전통적인 교과과목구분은 법이 

다루는 사회문제들과 법이 봉사하는 사회적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분명히 하지 못하며，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가 법이 기반하고 규율하는 사회구조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그 사회구조나 

문제들에 대한 타 학분분야의 연구틀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liphant는 Summary에서 

‘법학교육의 목표는 법분야에서의 공공 서비스를 위해 적합한 과학적 준비를 제공하는데 있 

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 목표를 딱히 전문법조인의 양성이라기 보다는 볍지식을 통해 재능에 

따라 사회에 봉사하는 인물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는 法뽑職의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있 

는 것이다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던 1928년 2월 학장인 Jervey는 질병으로 학장직 

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후임학장 선임을 둘러싸고 Oliphant 지지파와 Smith 지지파로 교수 

은 양분된다. 공식적인 규정에 의하면 학장 임명은 총장이 추천하여 대학교 이사회가 임명하 

게 되어 있었다- 총장인 Butler는 법대가 양분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전학장인 Stone 

을 위시 하여 외부의 의견만을 청취한 후. 1928년 5월 7일까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5월 7일에는 Smith를 학장으로 천거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는 법대교수들의 강한 반발을 가 

져 왔다. 대다수의 법대 교수들은 Butler의 처사가 독재적이며 교수의 전통적인 특권을 짓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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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여겼고，Oliphant의 지지파는 한층 더 강하게 반발하였다， 5월 6일 볍대 전체교수회의 

는 밤늦도록 열렸고， 교수들은 분개하였지만 의견의 통일은 보지 못하였으며， 결론은 각자 알 

아서 총장에게 항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몇몇 교수들은 개인자격으로 총장에게 항의도 

하였지만， 5월 7일 Smith가 이사회에 의해 법대학장에 임명된다 

법대학장 선임을 둘러 싼 다툼이 있은 후에 Oliphant를 위시하여 Yntema , Marshall은 예 

일 법대의 Hutchins학장과 Cook이 중심이 되어 신설한 Johns Hopkins대학교 법학연구소로， 

Douglas는 예일로，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Moore 또한 예일로 옮긴다. 결국 컬럼비아 법대 

는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였던 핵심 3인 즉 Oliphant, Marshall, Moore가 떠남에 따라 그 개 

편작업은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물론 다수를 구성한 교수들이 직업교육의 장으로서 법대 

의 역할을 중시하였고， 만약 소속교수들이 전문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양하려 한 

다면 동창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Oliphant가 학장이 되었더라면， 혹은 위 

의 교수들이 학장선출방식에 반대하여 떠나지 않았더라면 법현실주의 운통이 양분되는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중도적인 법학교수들의 비판적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적 

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갈등이 더욱 더 증폭되어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928년에 학장에 선임된 Smith는 1952년까지 학장직을 수행한다. 소위 과학자들 

(Scientists) 이 떠난 직후인 1928년부터 1937년까지를 살필 때， 컬럼비아 법대는 ‘직업양성 

소’ 혹은 ’ 영특한 볍기술자(clever chess-player) ’ 를 양성한다는 생각은 언제든지 거절하였다. 

Smith학장은 대학교 교육(university education) 이 주는 풍부한 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른 교수들도 이것의 중요성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이들 교수들의 전문직업인 양성에 관한 

관심은 법학방법의 체계적 습득이라기 보다는， 직업상 필요한 기술습득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사회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였지만， 실제로는 도서관을 왔 

다갔다하였을 뿐이다. (이상은 제 3 장 Columbia in the 1920’ s 41변-55변의 요약) 

‘과학자들’ 이 떠난 후에도 컬럼비아 법과대학원은 계속 발전하며， 남은 교수들은 타학문과 

연계를 중요시하지만 경험적 연구에 경도되어 있지는 않았다 법학교육의 신개념은 새로운 형 

태의 교재를 통하여 실천에 옮겨진다. 랑텔식의 교재는 무엇에 대한 사례 (Cases onX) 라는 제 

목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컬럼비아 법대 교수들은 무엇에 대한 사례와 자료(Cases and 

Materials on Y) 라는 제 목의 교재 를 편 찬하였다. 이 에 삽입 되 는 자료들은 법 외 의 분야에 서 적 

지 않게 선택되었으며， 뒤에 붙는 (즉 무엇이라는) 과목명도 이제껏 사용되지 않던 것들이 적 

지 않았다. Goebel의 Cases and Materials on the Development of Legal Institutions나， 

Llewellyn의 Cases and Materials on the Law of Sales는 이 중에서도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 

다 

컬럼비아 볍대의 교수들은 예일 볍대 교수들과 더불어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정책에 많이 참 

여하였다. 뉴딜정책에 참여한 법학교수와 법현실주의자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컬럼비 

아 법대에서는 Berle, Dowling을 포함한 여러 명의 학자가 입각하였으며， 컬럼비아 외에서 입 

각한 유병 인물로는 Jerome Frank, Felix Frankfurter, William O. Douglas, Thurman Arnold 

등이 있다 〔이들 인물 모두가 법현실주의자로 거병되는 인물들이다 1 1930년말이 되면 ‘컬 

럼비아 법과대학의 실험’은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Brainerd Currie가 지적하듯이 “교재에 변화가 있었지만 과거와 별 다를 것이 없고， 여전히 

계약법， 불볍행위법， 재산법， 신탁법 등 전통적인 분류에 따른 강의가 존재하고， 과목명에 변 

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심 판례를 위주로 공부한다. 결국 법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은 이루 

어지지 않은 채로 남는다/’ 그 실패의 원인은 재원부족， 교수들의 뉴딜정책 참여에 따른 이 

직， 1930년대 초 볍현실주의에 대한 반발 등이 있겠지만， 결국은 교과과정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의에서 다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인데， 새로운 형태의 강의를 뒷받침될 

만한 연구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패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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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컬럼비아 법과대학에서 시선을 옮기도록 하자. 1928'건에 Johns 묘opkins Institute for 

the Study ofLaw가 설 립 되 며 . Cook이 소장을 맡고 , 묘utchins， Oliphant, Marshall, Yntema가 

함께 일하게 된다 이 연구소가 지향하는 연구는 첫째로 현실적이고‘ 실천성을 가진 연구， 둘 

째로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기반한 연구， 셋째로 실험적인 접근방법에 기반한 연 

구， 넷째로 기존의 연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다섯째로 법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에 기반 

한 연구였다. 이들은 이러한 목표를 공식적으로 설정했지만. 1928년부터 1929년사이에는 현 

장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Cook, 뼈arshall， Oliphant, Yntema 모두 수행하고 있는 개인적인 

연구가 있었고， 이들 연구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 

니었다. 

그러나 제 2 단계에 있어서 이들은 공동으로 뼈arlyland， Ohio , New York의 법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이들 볍원에 대한 통계연감을 만들어 냈고， 많arshall은 Ohio 

주의 이흔소송에 관한， Oliphant는 New York주의 소송지연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위의 책 403-404면 참조 바람)，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는 제약 

이 있었다 연구기금은 학교기금이나 학술지금으로부터 조성되지 못하였고， 변호사단체， 법무 

법인， 여러 협회 및 단체로부터 조성되었으며， 자금제공자들은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들을 주문하였고， 사실 이러한 연구들이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학문적 가치가 

럴한 것들이였다. 더욱이 공황이 닥치면서 연구기금의 조성조차 힘들게 되었고， 따라서 연구 

소는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다. 

예일에는 1927년 약관 28세의 묘utchins가 법대학장으로 부임하였고， 그의 노력으로 1929 

년 Institute of 묘uman Relations가 예일대학교에 설립되었다. Douglas , Clark, 묘utchins ， 

Moore등 예일대학 법학교수들은 이 연구소를 통하여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중 

Moore는 1947년 은퇴할 때까지， 경찰의 단속규정이 주차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열정적 

으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무튼 1928년 이후로 법현실주의운동의 본부는 예일로 

옮겨졌다고들 본다. ’rhurmond Amold는 당시의 예일 법과대학의 실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 

다. “공황기에 예일은 매우 흥미로운 곳이었다 우리에게 하버드는 법에 대해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는 구식의 강의를 버리고 법제도의 현실에 훨씬 더 적합하 

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였다. Wesley Sturges는 신용거래에 대한 

책들에서 어음수표， 저당， 부동산， 회사법 등을 통합하여 다루었다 그는 법이론에 초점을 맞 

추지 아니하고， 금융신용이 관련될 때 발생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William O. Douglas 

는 종래의 회사법 서술방식을 떠나 기업단위들을 기준으로 하여 책을 썼다 이 책은 회사， 조 

합， 파산， 청산으로 장을 나누었고， 강의를 통해 기업들에서 설제로 벌어지는 것들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법대를 졸업하지 않은 경제학지인 Walton 묘amilton은 자유경쟁시장 

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반트러스트법， 헌법， 행정적 기엽규제법에서 다 

룰 내용들이었다 나는 예일대학교의 뛰어난 심리학교수인 Edward Robinson과 함께 법의 섬 

리학적 기초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법과대학 교수가 아니라， 허풍 

의 동굴의 거주자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하버드까지도 정신의학(psychiatry) 에 대한 

강죄를 개설하고 있다 비록 과장일지도 모르나 나는 이 모든 것이 예일에서 시작되었다고 생 

각하고 싶다， " (Fair Fights αndFoul이란 Arno뼈의 분방한 자서전 67→8면) 

물론 Amold의 글에는 과장이 있다 圓utchins， Clark, Moore는 그들의 분야에 있어 선구적 

인 인물들이다， 1930년대의 예일은 1920년대의 컬럼비아와는 무척 달랐다 심리학과 정신의 

학에 대한 강조， 절치(법)에 대한 강조， 그리고 뉴딜시기에 걸맞는 정치적 성향이 강했으며， 

이에 비하여 학문적 단아항의 맛은 덜하였다 뼈utchins학장이 자유주의애 기반한 인본주의를 

표방한데 비해 Arnold, Sturges, Douglas , 묘odeH은 성급하고 경솔한 면이 있었다 이들은 상대 

적으로 선구자적인 작업틀을 돋보이게 하였다. 이들이 쓴 여러 글들의 소란스러운 우상파괴주 

의는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잡지〕기사에 가까웠고， 현실주의가 허무주의라는 과장된 평을 튿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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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 서 인 Kαrl Llezιellyn and the Reαlist Movement에 서 ] 다룬 Corbin, Hohfeld, 

Cook, Moore , Oli황hant ， Llewellyn의 여섯 인물만 하더라도 생각이 서르간에 상당히 달라 

‘ ... 주의(‘ .. ism) ’ 라는 명칭하에 다루기기- 부적절하며 r 얘기에 Frank를 첨가하면 더욱 더 

그러하고 Laswell과 陣cDαugal은 제쳐놓더라도 Green, Arno없， Douglas, Hutchl뾰S 중에 

어느 누구라도 포함시킨다변 일반화는 더욱 더 힘들어 진다고 한다 21) 그는 한가지 가능 

한 법현실주의에 대한 정의가 있다고 하며， 이를 제시하는대， 이는 “하벼드와 랑델로 대 

변되는 법학 교육 및 법연구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라는 것아다 22) 따라샤 법현실주의를 

연구함에는 ‘하벼드와 랑델’ 에 대한 대안을 추구한 인물들의 개개인의 연구성과를 검토하 

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론젓는다 23) 

호러위츠는 모든 볍현실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것은 ‘법야 현실과 유리되었다? 랴는 쟁쩨 

되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당시 예일의 풍토가 흥미로운 것은 사실야지만， 멋진 보상 없이 대단한 노력의 인대를 수반 

한 연구 수행만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경험적 연구가 예일법대에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 

만， 결과는 단편적인 것들이었다 Moore는 꾸준허 과학의 객관성과 즉각적 실천가능성을 합 

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장인 Hutchins는 1929년 시카고대학 총장으로 부임하였고， 

뼈stitutue of Human 묘elations도 공황애 시달린다. Arno뼈와 Douglas도 대학을 떠난다. 그러 

나 이런 특정한 사건들보다는 일관성의 상실이 법현실주의 운동의 문제였다. 법현실주의 운똥 

이 쇠퇴는 법현실주의가 법대문화에 자리잡고 그들의 주장이 당연시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관성의 상실은 당시의 어쩔 수 없는 풍조이다. 경솔함， 활기， 소란 

은 볍학분야의 글들에도 반영된다. 재즈시대는 재즈법학을 산출했다는 C. K. Allen의 말에 진 

실이 숨겨져 있다. (이상은 제 4 장 The After뺑lath ofthe Split 56면-69변 요약) 

21) 트와이닝， 위의 책. 82면 참조 

22) 트와이닝 , 위의 책 . 82면. Anthony Kronman도 William Twining과 같은 방식으로 볍현실주 
의를 정의한다Kronm.an은 법현실주의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입장에 션다. 그는 볍현실주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며 규 

정하려 한다 

법현실주의라고 부르는 운동은 1920년대 말애 컬럼비아 법과대학에서 시작하여 몇 년 후 

예일에서 결실을 보았으며， 이에는 다양한 지류가 있다‘ 극단적 회의론자도 있었고， 실증적 

이며 단순한 인물들도 있었다. 철학적 관심을 가진 인물들도 있었고 자신을 경험적 사회과 

학자로 여긴 인물들도 있었다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진 인물들도 있었고， 볍제도의 개혁에 

관심을 가진 인물들도 있었다‘ 대부분 학제간 연구에 관삼을 가졌었지만， 그들의 관심이 특 

정 학문분야에 공통적인 관심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관섬은 인물에 따라 다종다양했 

다. 현실주의자틀은 추구하는 관심이나 방법론상으로 수없이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이었다.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대한 것에 의하여 정의하고자 한 

다면， 운동으로서의 볍현실주의는 하나의 동질적인 요소를 갖는다‘ 법현실주의자들이 가지 

고 있었던 유대감은 대항의 유대감이다 ..... 볍현실주의자들이 모두 반대하였던 것은 법대교 

수들을 대상으로 랑델 자신이 많은 부분 창조한 법의 과학이란 개념이다 The Lost 
Lawyer (Cam.bridge, 뼈A: 13elkn뼈 Press, Harv. Univ. Press, 1993). 185-86연 

23) 위의 책， 8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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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아다’ 24)라는 홈즈 대법관의 주장은 이들의 슬로건 

이라고 한다 그러하다면 그러한 전제로부터 이들은 어떠한 작업을 해 나아갔을까? 이에 

는 논리적 귀결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법이 현실과 과연 유리되어 있는가， 법이 현실 

과 유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법현실주의자들 

은 일반적으로 법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따라잡기 못하기 때문에， 혹은 법학이 방향을 

잘못 설정하였기 때문에 법이 현실과 유리되어 가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 법과 사회적 

현실， 법과 삶의 세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작업이 당연 

허 요청될 것이다. 하나의 사상이나 이론은 대략 현실진단과 실천의 양변을 가지게 마련 

인 것이다. 

24) Holmes, Jr. , The Common Law , 36th printing (Boston: Little, Brown & Co. , 1944). 1면.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 시대의 요청， 유력한 도덕이론들과 정치이론들， 공공 

정책에 대한 직관， 공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판사가 다른 인간들과 공유하는 편견들 

이 인간을 규율하는 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3단논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은 一

國의 오랜기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그것이 단지 수학책의 공리와 정리들만을 담고 있는 것 

처럼 다루어 질 수 없다. 그것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과거사를 알아야 하고， 그 

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 위의 책. 1변. 

Jerome Frank도 법학에서의 형식논리를 비판한다. Frank는 법대생들을 형식논리 교육으로 

닥달하고 있으며， 이는 중세에 만연하였던 스콜라주의의 再版이라고 한다. 그는 Oliphant와 

Hewit의 글을 예로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애틀 교육위원회는 학교선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 

된다면 법원은 형식논리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지만 서로 반대되는 판단을 내컬 수 있다. 하 

나는 어느 누구도 계약체결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건부계약은 타당하다는 대전제로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업무의 수탁자는 부당하게 고용계약의 상대방을 차별해서 

는 안된다라는 대전제로 시작하는 것이다. 대전제의 구성이나 삼단논법에 의한 적용 그 어느 

것도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흠이 없는 것이다. 프랑크는 진짜 중요한 일은 사건의 실질에 대 

하여 판단하는 일이며， 이 일은 위험하고도 불확실한 작업이지만， 판단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며 , 형식논리를 비난한다. Frank, Law and the Modern Mind (New York: 

Tudor Publishing Co. , 1930. 1936). 65-66변. 
John Dewey는 묘olmes의 논리 에 대 한 거 부를 형 식 논리 혹은 삼단논법 의 형 식 적 이 론 

(formal theory of syllogism) 에 대한 거부로 풀이하며， 논리학은 전통적인 혹은 스콜라적인 의 

미에서는 형식논리학이기 때문에 Holmes의 주장은 별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매우 우호적으 

로 받아들인다 Dewey는 논리학 그 자체의 폐기 , 혹은 판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논리의 폐 

기는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판단을 내려야 할 책임과 더불어 판단을 설병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설명은 일반인에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나 당사자들을 납득시키 

기 위해서는 논리가 바탕이 되는 합리적인 진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형식논리를 실험 

논리 (experimental logic)로 대치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의 실험논리에 따르면， 대전제로서 

의 원리원칙은 구체적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를 생각하는 도구이며， 대전제는 결론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발견’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전제는 사회실상과의 연관하에서 갱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JohnDewey, “Logical Method and the Law,’ 10CornellL.Rev. 17. 17-27변 요약 

(1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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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실주의의 실천적 측면에는 양대 지류가 있다. 법과 삶을 접목시키는데 있어 갈등인 

현실주의 (critical 현실주의 (scientific realism)와 비판적 

입 각한 개 혁 (social science 

호러위츠는 이를 과학적 셈이다. 

혹은 사회과학에 현실주의 그는 과학적 realism)로 나눈다. 

주된 흐름으로， 비판적 

호러위츠는 

reformism)은 시기적으로 1933년 뉴딜정책 이후의 법현실주의의 

주된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실주의는 로크너 판결 이후 뉴딜이전까지의 

과학적 현실주의는 실패작으로 보며 엽적으로 보아준다면， 단지 규제국가의 행정법이론을 

그러하다면 왜 과학적 현실주의는 실패작인가? 첫째로 호러위츠는 과학적 현실주의에서 

취한 사회과학 방법론은 유사과학적이라고 지적한다 26) 그에게 유사과학적 방법론이란 실 

행태주의적， 가치중립적 사회과학 방법론을 지칭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 

지만 트와이닝의 경우 비록 이러한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 

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는 입장이었다 필자가 이에 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공급했던 것일 뿐이라고 한다 25) 

증주의적，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흔히 20세기는 

모든 것을 해결하여 

는 않다. 하지만 약간 추측을 섞어 다음과 같이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한다 20세기에 수
 
’ 

X 

τ
 
: 들어오면서 사회과학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세기의 전환기인 1897년 홈즈 대법관은 미래의 법학도 

통계학과 경제 학을 통달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7) 이 러 한 는 법만을 공부해서는 안되며， 

믿음은 사회과학이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치달았고， 사회과학의 

객관성의 굴레에서 연구의 폭과 김이를 줄여 나아갔을 것이다 

혹은 규범과 현실에 

못하였다고 한다 28) 필자는 규범과 현실의 상호관련성은 다음 

현실주의가 법과 사회， 

역동적인 관계를 포착하지 

과 같다고 추측한다. 규범은 현실을 무시하고 혼자서만 앞서 갈 수는 없으며 

두번째 이유로 호러위츠는 과학적 실패의 

규범은 봉 

사하여야 할 목적을 가지며， 현실을 합리화하는데 그쳐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규범은 안 

내자(guide) 이다. 안내자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안내받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살피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랙
@
 

그러나 르웰린은 볍현실주의자들의 기본적 보조를 맞추어서 

그 변화의 속도는 명제를 서술할 때 29)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는 변화하며， 

“법연구에 있어 얼마나 사회현실에 적합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볍보다 빠르므로 법이 

관찰하고 묘사하고 목적은 가치판단을 위한 것이지만， 연구의 사실과 당위를 구분한다. 

호려위츠， 위의 책， 209변 

호러위츠， 위의 책， 210면 

Holmes, “The Path ofLaw," in Colleded Legal Papers, 187변 

호러위츠， 위의 책， 210-12변 참조. 

르웰린은 법현실주의자틀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공통명제를 아홉 가지를 들어 말하고 있 

다. 이를 풀이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은 시대적 영향을 받으며， 사법과정은 법창 

조과정이다 (2) 법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3) 사회현실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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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에 관찰자의 주관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한다 30) 

이 점에 관하여는 Lon Fuller가 르웰런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법현실주의에 대해 비판 

적으로 검토한 글에서 잘 다루고 있다 31) 풀러는 법과 사회간의 관계에 대한 르웰련의 주 

장을 그의 저 서 인 Bramble B뼈sh ( 1930) Präjudizienrecht und 묘echts맹rechung in 

Amerika( 1933)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는 르웰린이 현실에 대한 규범의 역할을 무시하 

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32) 그라고 자신은 르웰린의 주장이 일반론이 아니라 미 

국의 현실에 돼하여 말하여야 할 바를 말하는 것으로 얘긴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의〕 미국의 법원은 자신들의 상상을 따라 디자안한 수로를 파면 삶의 불결이 고분고분하 

깨 그 곳을 흐를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웰런의 주장은 

해독체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33) 그러나 풀러는 볍파 사회는 가워의 양널" 34) 이 1꽉，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한쪽 날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풀러는 르웰린을 포함한 법현실주의자들야 규범과 현실간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 

장을 취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완곡하거} 이들이 정샤적으로나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가정해 보거도 했다. “재혁운동으로 시작한 환설주의가 자신의 허리에 왜 이 반 

동적얀 입장〔실증주의〕를 지니고 있을까?" 35) 그는 개념론자들은 눈을 갚고 규칙들을 현실 

에 강요하는 면이 있음에 반하여， 현실주의자들은 “당위가 존재를 묵묵히 따르는 것" 36)을 

認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품을 제기한다. 오늘날의 사정에 비추어 얘기한다면， 우리 

는 아마도 규범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요즈음과 같은 기술사회와 

관료사회에서는 기술의 효율적 이용， 단지의 가시적 성과만이 강조되며， 규법은 자신의 

법이 현실에 적합한지가 늘 검토되어야 한다 (4) 기술적 법연구(descriptive study oflaw) 에 
서는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인 규칙으로서의 
법， 추상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6) 일반적인 규칙으로서의 볍이 

판결을 내라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부인하며， 그러한 규칙으로서의 법은 판결의 합 

리화를 위해 언급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본다 (7) 기존의 법적 카테고리들은 다른 사실상황 

들을 같은 범주에 포섭하므로 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8) 법은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 

과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법이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 오는지 늘 검토되어야 한다. 

(9) 이러한 전제들에 입각하여 비판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르웰련은 위 

의 항목 (1). (2). (3) , (5)는 볍현실주의자들만의 독특한 주장은 아니라고 하며， (4) ， (6) , 
(7), (8) , (9)은 법현실주의자들의 특정을 잘 보여주는 주장들이라고 주장한디 Llewellyn， 

“Some Realism About Realism," 44 Haru. L. Reu. 1222 , 1234-35변 참조 (193 1). 

30) Llewellyn, “Some Realism About Realism," 1234-5면 (1 93 1) 

31) L. L. Fuller, “American Legal 묘ealism ，" 82 rι Penn, L , Rev. 429 , 456-461 (1 934) 
32) 위의 논문， 450면 
33) 위의 논문， 451변 참조-
34) 위의 논문， 452면 
35) 위의 논문， 461면. 
36) 위의 논문， 같은 면-



법현실주의 75 

논리를 산출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채는 마지막 장에서 좀 더 살펴기로 한 

다. 

III. 형식주엌 볕학 

근자에 들어 형식주의 법학은 법학교육， 법조인의 상(법조관)을 둘러싸고 재평가되고 

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개념볍학， 실-용법학， 법도그마틱， 형식주입 법학은 그다지 매 

력적인 용어는 아니다. 미국의 형식주의 법학의 원조라 하면 Chdsto맹heIt Columbus 

Lang뼈eH을 들 수 있 다. 르웰 련 은 “Some 끓ealism Abo뼈 짧ealism 에 서 법 현 살 주악 는 공식 

적인 입장을 가진 학파로서 파악될 수 없다고 하벼， 법현실주의자들간에는 많은 차야접야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준야 었다변 이는 그들의 정 

신， 부정의 정신 1 회의론적 태도， 호기심이랴고 하였다 c약하간 그들야 행하는 바를 쌀필 

때 랑텔과는 현격한 차아점을 보얀다고 하였다 37) 다사말해. 부정의 정신애 의해 법현실 

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량텔로 대표되는 형식주의 법학안 셈야다. 야려한 

정의는 앞에서 보았듯이 트와이닝 , 크론만， 호러위츠 등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아다. 

랑탤이란 인물은 1870년 하벼드법대에 초대학장으로 부임하여 1895년까지 그 직애 재 

임하였으며， 미국식 법학교육 즉 사례중심의 교육을 만들고， 정착 전파시켰다 그는 무엇 

보다도 법학은 독립분과의 과학이라고 얘겼다. 법학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논 

리적 사고였다. 법의 원리원칙은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되어 법학도의 손에 있으며， 법학 

도는 사례의 성격을 분석하여 어떠한 원리원칙에 포섭되는가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 환다 

는 것이었다. 

그는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볍조언 양성을 위해， 볍과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분야는 

사법과목들아라고 보았다. 법이 지향할 방향을 모색하는 학문분야나 정치의 세계와 밀접 

한 연관을 맺고 있는 공법분야는 그가 그리는 과학성을 충족시키자 못하는 것이었다 우 

선 그는 jurisprudence의 교육에 소극적이었다. “juεisprudence (1 9세가 미국얘서 아 

는 science of morals and legislation의 동의 어 로 이 해 되 었다고 향) 공부에 법 조인 아 

나 볍조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공직에 나아가 

려는 사람들이나 journalism의 일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볍조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실정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다. 

jurisprudence를 공부하는 목적은 있어야 할 법을 알아내는 것임에 틀림없고， 이 두 가 

지 모두는 통종에 속하는 것이겠으나， 경험상 이 둘은 서로 배격하는 경향이 있다 " 38) 이 

37) Llewellyn, “Some Realism About Realism," 1233연 (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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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입장은 견고히 뿌리내렸고 따라서 사회학적 법학의 사도인 로스코 파운드가 하버드 

법대 학장직을 맡고 있었을 당시에도 파운드는 jurisprudence를 타학부 대학원생들 대상으 

로 강의를 개설하였을 뿐이라고 한다. 랑델의 과학은 공볍분야 및 기타 사회과학 교육에 

대해서도 인색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20세기초 하버드 법대 학장이자 랑델의 수제자인 

에임즈(Ames)는 Joseph Beale이 시카고 법대의 학장으로 부임하는 조건으로 Ernest 

Freund의 주도하에 진행중인 행정법， 범죄학， 국가 산업간 관계론， 재정학， 철도운송론， 

회계학， 금융론， 실험 심리학‘ 정치윤리사， 비교정치론， 미국 유럽간 외교사， 식민정부 

론‘ 유럽정치이론， 행정법을 법과대학에 개설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 

다 39) 

‘법은 과학’ 이라는 랑댈의 法觀에 따르면 법조인은 과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Kronman은 랑델이 말하는 과학의 모형은 기하학이라 한다 40) 마치 기하학이 얼마 안되 

는 공리로부터 시작하여 정라도 만들어 내고 더 나아가 문제들을 풀어 나아가듯이， 법도 

원리원칙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사의 문제들을 풀어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法觀이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 한정하더라도 19세기초의 일부 법과대 

학은 법학교육이란 현명하고 능력있는 지도자(statesman)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고 한다. 

즉 법학교육은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현재에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법학교육에 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의 최근의 우 

려는 법과대학이 전문법조언을 양성하는데 등한시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성격 

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법과대학이 실무를 강조하는 법조사회를 등지고 대학 

사회와 가까워지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법과대학은 단과대학이 아니라 종합 

대학교 내의 하나의 작은 종합대학교가 되었다”라든가 “이제는 엘리트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보다는 사회과학을 해야 한다”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41) 이러한 흐 

름은 이념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20년대 컬럼비아 법과대학에서의 교과과정 개편 주장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과대학은 법조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법조인연 

수원 내지 볍조인양성소의 성격을 더욱 더 지양하자는 주장이다. 

랑델의 ‘법은 과학’ 이라는 주장은 무엇보다도 그의 계약볍 판례교재의 서문에 잘 나타 

38) Langdell이 T. D. Woolsey에 게 보낸 1871년 2월 6일자 편지 ; William P. LaPiana, Logic and 

Experience: The Origin of Modern American Legal Educa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4). 77면에서 재인용 

39) Comment, ‘'Ernst Freund, Pioneer of Administrative Law," 29 U. Chi. L. Rev. 755 0961-

2) 참조-
40) Kronman, The Lost Lawyer. 170←74면 “Langdell’ s Geometry of Law" 참조 
41l Graham C. Lilly, “Law Schools without Lawyers? Winds of Change in Legal Education," 81 

VirginiaL. Rev. 1421 (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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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으로 여겨질 때 법은 일정한 원칙들과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복잡다단한 인간사 

(the ever-tangled skein ofhuman affairs) 에 손쉽 고도 확실하게 그 원 리 원 칙 들을 적 용할 수 

있게끔 통달하는 것이 진정한 법률가의 길이다. 이틀 원리들은 오랜 기간을 거쳐 서서히 

오늘날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장은 판례들이 싸이고 싸여 이룩된 결과이다. 비록 

유일한 길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원리를 익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그 원리가 체화된 

판례들을 공부함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들은 쓸모 없으며， 심지어는 수준이하이다. 

오로지 소수의 판례만이 원리를 익히는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도움이 되며， 필수불가결하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법원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도 않 

다. 하나의 원리가 외관상 다르게 나타나거나， 법학교재들은 여기저기서 반복하여 다루기 

도 한다. 이 것이 바로 오해의 요인인 것이다. 이들 원리들이 잘 분류되고 정리된다면 각 

원리들은 제자리를 잡을 것이며， 수적으로 그리 많다고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42) 

이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 하버드대학 건립 250주년을 기념하여 랑텔은 자신의 방법 

론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적어도 두 가지를 명확히 하자. 첫째 법은 과학이다. 둘째 

이 과학을 익히는 자료는 인쇄된 책이다. 만약 법이 과학이 아니라면 대학교에서 그 것을 

가르치지 않아야만 된다. 만약 법이 과학이 아니라면 그것은 수공예의 일종이며， 실무가 

로부터 도제식으로 가장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43) 

호러위츠는 랑텔의 법관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시켜 Classical Legal Thought라고 부르며 

그 연대를 1870-1905로 잡고 있다. 그는 이 시기의 법 및 법학의 특정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한다44) “이전에는 법이 일련의 특수한 사례들과 규칙들로 파악된 반면. 1870년과 

42) Langdell, A Selectioη ofCases 0η the Law ofContracts , preface, viii (187 1); Twining. Karl 

Llewellyn and the Realist Movement , 11 변 에 서 재 인 용 . 
43) Record of the Commemoration ... on the 25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Harvard 

College (1 887); Twining, 위의 책‘ 11변에서 재인용. 

44) Singer는 시기를 호러위츠보다 넓게 잡아 미국법의 고전주의를 1860년부터 1940년까지의 시 

기로 보고 있으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고전주의 

시대에는 소유권절대， 계약자유와 과실책임의 원칙이 그 이전이나 이후에 비해 존중되었다고 

한다 그는 고전주의 이전의 시기에는 소유권이나 계약이 관습적인 제약이나 국가에 의한 규 

제 하에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계약을 예로 들 때， 고전주의 이전의 계약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한정된 정형계약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 

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전주의시기에는 자유의사가 바탕이 된다면 어떠한 계약도 

창조될 수 있고， 국가도 그들이 합의한대로 집행을 보장해 주었으며， 계약법은 사적 영역에서 

는 핵심적인 분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소유권에 부착된 제한이나 제약이 

철폐되었으며，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행동한 한에는 책 

임을 지지 않는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강세를 보이게 되었으며，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진행 

되어 온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체제는 19세기말경에서 20세기초에 재펀의 주장에 부딪히게 된 

다고 말한다 Joseph William Singer, “Legal Realism Now: A Review of Legal Realism at 
YalebyLaura Kalman." 76 CalifL.Rev. 465. 477-495면 (1 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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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사이의 경향은 이를 일반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법이란 건물을 재조직하려 

는 시도는 意思， 과실， 재산과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私法분야를 자율적인 체계로 창조하 

려는 노력이었다. 개개의 법률관계들을 분류의 일반적 체계에 포섭시키는 법적 카테고리 

들의 추상적 틀을 세우려 하였다.나5)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상충하는 이익들의 균형을 이 

루려는 방식이 아닌 법적 카태고리들을 만들고， 분쟁이 어떤 카테고리의 것인지를 정함으 

로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수반하였으며 , 상호모순되는 원리원칙들이 공존한 채로 분쟁해결 

을 도모하는 조정의 가능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46) 아무튼 랑델로 대표되는 형식주의 법학 

은 기계론적 법학， 형식적 스타일， 유클리드적 법사고로 불리기도 하면서 법현실주의자들 

의 거센 도챈을 받게 된다 

N. 벌현심주9.1 9.1 재판아롬 

1 째판이론 (theory of a핵udication) 확 중요성 

재판이론은 법학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재판 혹은 판결이론은 司法의 본질 

과 기능， 법해석， 법적 추론 등에 관한 입장이 아우러져 형성되는 볍이론의 중요한 부분 

이다. 법학교수들(academic lawyers) 이 중심이 되어 어떤 운동을 펼친다면 이는 그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학교육을 개혁하고， 미래의 법조인인 학 

생들에게 자신들이 취하는 관점을 전파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재 

판이론 중 법해석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로 한다 

2. 빙원 중심의 법개념 

법현실주의자들은 법원을 법창조기관으로 보고， 재판과정을 법창조과정으로 말하는 저 

변에는 볍전에 쓰여져 있는 규칙들 (rules) 은 진정한 의미에서 법이 아니며， 판사의 해석과 

정을 거쳐 민들어진 결과인 판결들( decisions) 이 법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법 작용은 법을 발견해 내는 것이며， 판사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 

존의 법을 선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해진다 이에 반하여 홉즈 대법관은 1897년 보 

스턴 법 과대 학에 서 행 한 “The 맘ath ofLaw" 라는 강연 에 서 “내가 의미하는 법이란 단적으 

로 말해 법원이 실제로 행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였다 47) 즉 “법이란 법원을 통하 

여 어떤 사람들에게 공권력이 발동될 일정한 상황에 대한 진술”인 것이다 48) 그는 이러한 

45) 
46) 
47) 
48) 

호러위츠， 위의 책. 14면 

호러위츠， 위의 책. 14-16면 참조. 

Holmes, “’The Path of Law." in CoZZected Lεgal Papers. 173면 

American Banana Co. v. United Fruit Co., 213 U. S. 347. 356면 (1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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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념을 바탕으로 판사는 (형식)논리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서 

법을 다룰 책임을 진다고 본다. 

Gray는 오랫동안 하버드대학의 정통적인 사법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그의 재산법이론은 

법조계 및 법학교수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홈즈 대법관과는 상호존경을 바 

탕으로 친교를 맺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Schwartz어l 의하면 당시의 상황에서 흉즈 대법관 

은 법분야에서의 독립적 지식인(legal maverick)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레이와 같은 정 

통적인 법학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의마에서 그래이는 

그 후의 법현실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는데 공헌했다는 것이다 49) 그해야 

는 1909년 The Nature aI뼈 Sources 0삼，he Law라는 저작을 통해 볍원을 중심으로 법을 파 

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법은 권려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규칙 

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50) 그는 Joh묘 Austin야 실정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본 갯은 잘 

못이며， 법의 중심을 입법자로부터 판사로 옮기는 것아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정법이란 

선례들， 전문가들의 의견， 관습， 도덕의 원칙과 더불어 단지 하나의 法源에 불과한 것이 

다. Schwartz는 그레이의 견해에 의하면 “판사란 자신의 손길을 통해 제정법을 실정법으 

로 변화시키는 마이다스왕인 셈”이라 한다 51) 

그레이는 “제정법은 스스로 해석하지는 못한다. 그 의미는 법원에 의해 선언되며 , 법원 

은 자신이 선언한 의미를 공동체에 법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52)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세번씩이나 짧shop Hoa밟y의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였다고 한다. “구술되었든 기 

술되었든간에(형식을 불문하고) 법을 해석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택한 

바 의도와 목적에서， 법을 부과하는 진정한 입법자(Law-giver) 이며， 법을 썼거나 말한 사 

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입법자는 아니다 ” 이에 덧붙여 Gray는 “법을 해석하고 선언할 

절대적언 권한을 갖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볍의 부과자이다”라고 하였다. 즉 해석하 

고’에 ‘선언할’을 병치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법은 입법자가 정한 법(legislative law)과 

판사가 만든 볍@뼈얘ge-made law)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에도 반대하였고， 판사가 만든 법만 

이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판사가 볍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이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다 

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진리 

라고 하였다. 그는 판사의 임무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what society nee빼s)을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선언함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판사가 판결을 내렴 

49) Bernard Schwartz, Main Current iη Americαn Legal Thought (Durham: Carolina Univ. 
lPress 1993). 409변. 

50) Gray, The Nature αnd Sources of Lαw， 2nd ed. (1 92 1) ‘ 84면 : Schwaεtz 위의 책 . 408변에 

서 재인용. 

51) Schwarlz. 위의 책. 410면 
52) Gray. 위의 책‘ 170면 Schwarlz. 위의 책. 410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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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그의 동기를 구성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53) 

프랑크는 법이란 법원이 정하는 판결을 확한 규칙이라는 그레이의 주장을 비판하였 

다 54) 프랑크는 그레이라는 인물은 아직 구시대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실정)법을 정의함에 있어 법원으로 중심을 이동시킨 것은 옳았지만， “법의 본질은 일반 

성 (generality) 에 있다" 55)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그레이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법원들이 정한 판결을 위한 규칙으로 ‘일요일에 행한 변제라도 유효한 채무변제이다’라는 

것이 있다면， 매사추세츠주의 어느 법원이 뒷날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을 i경우 그 판결 

은 법이 아닌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프랑크에게는 그러한 판결도 여전히 법인 것 

이었다. 그는 법원이 정한 판결을 위한 규칙도 제정법과 마찬가지로 法源에 불과한 것으 

로 보았다. 그는 그레이가 인용한 Bishop 묘oadley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규칙을 특정 

한 판결로 변형시킬 절대적 권한을 가진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법의 부과자이며， 의원이 

든지 판사이든지를 불문하고 규칙을 처음 썼거나 말한 자는 법의 부과자가 아니다.개6) 그 

의 결론에 따르면， “법은 규칙들이 아니라 판결들로 구성되며， 판사가 사건에 대해 판결 

할 때마다， 그 판사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57) 

이러한 현실주의의 법원중심의 법개념에 대하여 자유법운동의 일원이었던 Herman 

Kantorowicz는 “자유법의 테제는 법이 법원의 판결들에 의해서만 따라서 사실들로만 구성 

된다는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 과장되고 있다”고 현실주의를 비판하였다 58) 칸토로 

비츠는 자유법운통은 형식적 법 (formallaw)은 흠결을 가지고 있으며 그 흠결은 사법적 결 

정에 의하여 채워져야 한다는 주장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흠결을 보완하는 자료들은 형식 

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즉 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에는 “정치적 선언들， 정책의 원칙， 상관습， 표현되지 않는 확신들， 정서적 선 

호들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들은 이미 판결들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효 

력은 형식적 법보다는 훨씬 덜하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소송은 형식적 법 

이 명확하고 완전한 경우에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형식적 볍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자유볍운동의 주장이었다고 한다 59) 

53) 본단락의 인용문 및 내용에 관하여는 Schwarlz , 위의 책， 410-12면 참조 
54) Frank, Law and the Modern Mind, 122-128면 참조 
55) 위의 책， 127면， 
56) 위의 책， 125-26면. 
57) 위의 책， 128면. 
58) Herman Kantorowicz, “Some Rationalism About Realism , " 43 Yale L , J. 1240 , 1241면 

(1 934) , 

59) 위의 논문， 1241띤 참조. 이 논문에서 칸토로비츠는 자신으로서는 법현실주의자들에 대한 완 
벽한 목록을 작성하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법현실주의자에는 대부인 Oliver 
Wendell Holmes와 그의 추종자들인 Bingham, Clark, Cook, Frank, Llewellyn, Oli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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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정법 해석론 

법현실주의자들간에 제정볍 해석에 있어 일치된 주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이들이 추구한 바를 적극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소극적으로 즉 형식주의 법 

해석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 법의 완결성을 주장하는 형식주의 법해석 

론의 맹점을 지적하고， 사법입법， 혹은 사법재량의 존재를 인정하는데는 대략 일치하지 

만， 그 재량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그를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누구를 법현실주의자로 보는가에 따라 법현실주의 제정법 

해석론의 모습은 달라진다. 그리고 한 법학자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주장에 차이를 보인 

다. 

(1) 로스코 파운드 

로스코 파운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자. 파운드는 넓은 범위의 사법재량을 지지 

하는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Spurious Interpretation" 에서 60) 

“해석을 요구하는 어려운 경우란 (a) 2개 혹은 그 이상의 적용할 수 있는 대등한 규칙이 

있는 경우에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b) 주어진 규칙에 의해 입법자가 의도하는 바 

는 무엇인가， (c) 불완전한 규칙에 있어 그 부족함과 과도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경우이며， 앞의 두 경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석을 말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 

경우는 해석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위장해석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61) 그는 

“위장해석의 목적은 단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 폐지，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 

면서 위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62) 그는 위장해석이란 볍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 올 것 이 라고 내 다보았으며 , 위 장해 석 의 대표적 인 예로 묘.iggs v. Palmer63 )를 들고 있 

Moore, Patterson, Radin, Y ntema가 포함된다고 언급한다， 그는 현실주의자들이 자유법운동뿐 
만 아니라 사회학적 법학의 가르침도 과장하여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적 법학은 법은 

목적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이들 목적은 사회생활에 대한 효과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사회적 실재에 대한 사회학적 혹은 경제학적 연구의 

도움이 없이 이해될 수 없으며， 적용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사회학적 주장은 법학은 사회 

학， 따라서 경험과학이라고 가르치는 현실주의자들에 의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법 

운동과 사회학적 법학에 일정한 몫을 가지고 있고， 현실주의자들이 때때로 〔자신을〕 칭찬하였 

지만， 그들의 과장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의 논문， 1240-42면 참조 

60) 6 Colum. L. Rev. 379-86 (1 907) 

61) 위의 논문， 381 면-

62) 위의 논문. 382연 
63) Court of Appeals of New York, 1889. 115 N. Y. 506 

1880년 8월 13일 Francis B. Palmer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그 유언장에 따르면 그의 두 
딸 뼈rs. Riggs와 Mrs. Preston(원고들)에게 약간의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그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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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판결은 너무도 유명한 판결이며， 많은 법률가들이 이에 대해 평하였다 법현실주 

의자로도 지칭되는 카르도조 판사도 이 판결에 대하여 평하였다. 그는 이 판결에서 대등 

한 원칙이 모순을 일으킨 것으로 본다. 그러하다면 왜 반대되는 선택은 배제되었는가? 카 

르도조 판사는 채택된 원칙이 가장 근본적이며， 더 넓고 깊은 사회적 이익을 표현하는 것 

으로 판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매우 사실적으로 평하였다 64) 

파운드의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입법활동이 왕성하였다고 한다. 이애 반해 법원은 혁신적인 입법들을 무시하 

였고， 따라서 파운드의 주장은 당시의 의회와 법원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입장을 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말과 20쩨거초에는 ‘근대’ 볍치주의에 대한 믿음에 

혼란이 온다. 일 예를 들면 근대 볍치주의의 태두언 몽혜스카외는 “판결이란 법을 복제하 

는 것이며， 판사는 의지없는 창조물로서 볍이 정한 것을 말하는 입이며， 사볍권야란 零”

이라고 보았지만 (de L' Esprit 뼈es Lois, bk c. 6) 랴드브루흐는 이를 인간을 본질적으로 

야기적이고 영리한 동물로 축소시킨 계몽주의의 소산야라고 평한 적이 있다 65) 볍현실주 

의자들의 대부분은 파운드의 입장보다는 다음과 같은 8맙encer의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Spenc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판사는 볍을 만든다 선택적인 해석이란 입볍이다 ... 여하한 형태의 사볍적 입볍도 두려 

워하며， 법원을 순전히 행정적 기능에 한정하고자 하는 사람틀의 마음에 출현하는 사법적 

월권의 유령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선택적 해석이란 사법권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필수적인 것이다 66) 

Elmer E. Palmer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다. Francis는 홀아비였고 1882년 3월 Mrs. Bresee와 

결혼했으며， 결혼시에 Francis는 자신이 먼저 죽는다면 브라제부인에게 그의 농장을 주어 생 

계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안 Elmer는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다 

시 작성할까 염려하여 그를 독살하였다 여기서의 문제는 할아버지를 살해한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이다 피고인인 Elmer는 그 유언은 적절한 형식을 따라 작성되었고 공증 

을 받았으므로 법에 적혀있는 그대로(according to the letter ofthe law) 효력을 발생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묘arl 매. 판사는 손자인 Elrner Palrner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사하 

였다 그는 판결 이유로서 세가지를 든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에 따른 해석 

(equitable construction) 의 논의 가 있 고 , 이 는 묘.utherforth’ s Institutes, Bacon' s Abridgrnent, 

Blackstone' s Cornrnentary에 연띤히 이어지고 있다 둘째， 대륙볍계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는 

이 원칙이 이미 법전에 수록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셋째， 보통법에는 “아무도 자신의 잘못으 

로부터 이 익을 얻을 수 없다(No one shall be perrnitted to profit by his own fraud)" 는 일반원 

칙이 있으며 이 원칙은 모든 제정법과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64) Cardozo, The N.αture ofthe Jμdicial Process (921), 40-43면， 
65) 묘. Hart & A. Sacks, The Legal Process: Basic Problems in the Making and Application of Laω， 

(1 958) 1408면에서 재인용 Radbruch, Introduction to Legal Study , 159. 

66) Spencer , “ Genuine and Spurious Interpretation: A Note on Pound’ s “ Cour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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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 르웰린 

르웰 린 은 “Remarks Ol1l the 빵heory of AppeHate Decisiol1l al1l뼈 the Rules of CanOl1lS about 

묘ow Statutes Are to be COl1lstrue뼈" 67)에서 사안에 대한 볍적으로 올바른 담은 하나만이 

아니벼， 이는 보통법에서나 제정법에서나 마천가지라고 한다. 사안에 하나만의 올바른 답 

이 었다는 주장은 “바보같은 가장(foo뼈S뾰뼈etel1lse)" 68)이라고 말하였다. 그러하다면 환결 

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는 무엇보다도 법원이 현채 갖고 있는 쳤통 (the c뼈.I"I"e빼 

traditiol1l of the co묘뼈) , 현재 갖고 있는 지질(뼈ec뼈뾰'e뼈 tem뿜er 뼈뼈e court) , 상황감각 

(빼e sense of 뼈e situa빼8묘 as seen by the co뾰rt) 이 라고 한다. 

르웰린은 ‘법원이 현재 ?J.-:;J X J.L 있는 전통’에 대하여 c 
꺼- 재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ξ르 

-, 

〔죽:ral1l뼈 Style과 Fo:rmal Style이다. 이에 대한 르웰런의 설영온 다음과 량다. 그행드 스타얼 

이란 1820년 1850년의 미국 업원외 

聊ansfield와 MarshaH에 체 화되 어 

전통을 지칭한다. 당사 미국 볍원아 취한 전통은 

였으벼， 일 처리에 있어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였다는 

것아다. 01 전통은 선례에 안내자의 역활올 부여하고， 원칙에 지매자의 역혈을 부C얘햄다. 

하지만 이 때의 원칙은 모두외 복지를 향한 현명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원칙이 아닌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는 것이다. 형식적 스타일이란 1880년 -

1910년의 법원의 전통을 말한다. 법원은 법에 질서를 부과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벼 , 왜부 

의 영향에 저항하였다. 선례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벼， 원칙은 현명한 결과를 확보하 

기 위환 수단이 아니라 법에 질서를 확보하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는 

1920년 이 후의 법 원의 전통은 그랜드 스다일로 복귀 하였으나， 판결문의 언어는 (벼록 쇠 

퇴일로애 있지만) 형식적 스타일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거칠상으로 창조를 좋아하벼， 책임과 함께 위헝을 택하며， 볍을 정의나 꽁꽁혹-려 

에 이바지하얘야 할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멸애， 질서를 선호하며， 조심스럽고， 

법운영을 주로 입법부에 맡기려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 특정사대， 특정법원은 이러한 지 

질 중 하나를 가지며 문언을 존중하는 입장과 안정받을만한 올바른 대안들 중에서 선택 

을 해내는 입장으로 갈린다고 본다. 이것이 ‘법완이 현재 갖고 있는 기질’ 에 대한 료웰련 

의 논의이다. 

르웰련은 ‘법원의 상황감각’ 이 전통이나 기질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형식주의의 사기에는 노동금지명령과 적법절차에 관한 선례들의 창조적 팽창이 있었 

Legislation ," 25 Green Bα용 504. 507면 (1 913) . 
67) 3 Va얘d.L‘ 않ev. 395 (1950) 르첼런의 제정법 해석론에 관한 본절은 야 논문에 한정하액 

다룬것야다 

68) 위의 논문. 3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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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창조적 시기(그랜드 스타일의 시기)에는 법적 구성이 이해할만하고 상황과 사례에 

적합한 正義를 산출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구성은 별 논의없이 받아 들여지고‘ 그에 따라 

구제책이 주어졌다고 한다. 즉 창조적 시기에는 권리가 있는가를 따지기 보다는 법적 구 

제를 받을만한가에 착안하여 법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제정법이 있는 사건의 경우 판사는 그 법에 어느 정도로 구속받을까? 르웰린의 주장의 

취지는 법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하고 있는 경우와 고정된 의미를 갖는 언어를 사용한 

경우，이에 구속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사건해결의 열쇠는 “우리 모두 

를 위하는 감각 (Sense-for-All-of-Us) 이며 법문이 그리 구속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일단 

방향이 설정되면 제정법은 신축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은 대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문리해석에 대해 형식주의와 연관지어 간단히 비판하고， 목적 

이라는 해석기준을 제시하며 그에 애착을 보인다. 그러나 그는 목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입 법 당시 의 목적 ( “originally intended by the statute , " “historical intent" ) 보다는 넓 은 목 

적(“broad 멍urposes" )으로 잡고 있다 69) 목적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정법 

이 이해되려면， 그 제정법은 그 목적에 비추어 읽어져야 한다.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없이 

단지 규칙만을 선언하는 법이란 난센스이다. 만약 제정법이 현행법체계로 편입된다면〔되 

므로J. 더군다나 법원은 새로운 제정법의 목적은 현행법체계와의 관련하에 파악하여야 한 

다. 혹은 입법부의 정책을 법원 자신의 정책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따라서(그 목적은) 불 

가피하게 창조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이다" 70) 

그는 제정법을 다루는데는 항상 반대되는 방식이 있다고 주장하며 287~ 의 항목을 설정 

하여， 반대되게 다루는 방식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지만， 법원은 혼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예들을 조사하여 보여준다. 몇 개의 예를 들변 다음과 

같다. “제정법은 문언을 넘어갈 수 없다 는 주장에 대해 “제정법은 목적의 실현상 문언을 

넘어 갈 수 있다”라는 반대주장이 있고， “예외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예외를 만들 수 없 

다”라는 주장에 대해 “문자란 짖어댈 뿐이고， 법의 이성은 법자체애 포함되어 있다”라는 

반대주장이 있고， “어떤 것을 말한 것은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가 예로서 언급된 경우 그 언어는 많은 다른 경우를 포괄한다” 등이다71) 

(3) 제롬 프랑크 

이제 프랑크의 견해를 살피자 프랑크는 법현실주의자들 중 가장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을 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는 르웰린과 함께 “Some Realism About Realism" 을 썼 

69) 위 의 논문， 400변 
70) 위의 논문， 400변 
71) 위의 논문， 401-4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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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자신의 이름이 저자로서 표기되는데는 반대하였고，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르웰린의 

단독논문으로 되어 있다. 프랑크는 1930년에 출간된 법과 현대정신 Law and the Modern 

Mind에서 그 당시 대부분의 법조인은 ‘법은 확실하며 법적용의 본질은 기계적’ 이라는 신 

화를 믿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상의 유아와 아버지간의 

미숙한 관계로 설명하였다. 아버지는 유아에 대해 무한한 권위를 가지며 , 유아에게 아버 

지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그 아버지가 바로 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법조 

인이 미숙한 법숭배자로부터 벗어나서 성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그 길은 

주어진 어떠한 것이라도 의심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왕성한 근대정신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1949년 위의 책 8번째 인쇄본의 새 서문의 서두에서 만약 그가 그 책을 다시 쓴 

다면 옛날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의 관심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 

이다. 그는 ‘규칙(즉 법조문)이 판결을 결정한다’ 는 전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규칙의 문 

제뿐만 아니라 사실확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사실확정에 대한 무관심은 그의 

용어로 상급심 선화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상급심 신화란 첫째로 법원이 어떻게 판결 

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판사가 법조문을 어떻게 다룰지가 명백하지 않기 때 

문이라는 것이며， 둘째로 하급심 사실 심리과정에서의 실책은 상급심에서 교정된다는 믿 

음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둘다 옳지 않다고 한다. 이제 프랑크는 법현실주의자들이 

규칙의 문제에만 관심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확정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확장시킬 것 

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크는 재판상 사실확정은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며 증인을 

매개로 하고， 판사나 배심원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곡될 소지가 많은 것이며， 따라 

서 당사자주의， 배심제도 등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과대학에서도 하급심판사 양성 

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제정법해석에 한정하여 프랑크의 입장을 살펴보자. 그는 연방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 

하면서 50대후반에 쓴 “Word an뼈 Music: Some 묘emarks on Statutory Inter멍retation" 72)라 

는 논문을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려고 한다. 작콕자가 연주자 

들에게 부수적으로 창조적 활동을 위임하는 것이 부득이하듯이， 입법부가 부수적인 사법 

적 입법-즉 창조적 활동-을 볍원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73) 이는 연주자의 음표 

해석과 판사의 언어해석간에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불가피성에 더하여 

“판사의 창조적 능력이 적절한 한계 내에 머문다면 그것은 해악이라기 보다는 은혜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74) 그는 판사들은 사법입법이라는 용어사용을 회피하며 해석이라는 

72) 47 Colum. L. Rev. 1259 (1 947). 
73) 위의 논문. 1274. 
74) 위의 논문. 1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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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민주적이라고 한다. 그는 대선에 입법부의 입법과 

사법부의 입법의 차이에 대하여 일반대중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5) 

(4) 막스 라딘 

라딘은 버클리 법과대학 교수로 르웰린이 제시한 법현실주의자 20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트와이 닝 은 라딘을 법 현실주의 운동의 주변부적 인 인물로 파악하였으나 그의 1930 

년 논문인 “Sta없tory Interpretation" 은 어떠한 법해석방법도 옹전치 못하고， 사법 판단에 

있어 판단자의 선택이 필수불가결하게 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 볍현실주의의 전 

형적인 색조를 띠고 있마 라딘의 이 논문애서의 주장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76) 

라단은 법해석에 대한 두가지의 입장， 전통적 입장과 극단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유럽 

의 전통적인 이론은 법에 흠결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사건에는 적용할 법이 명확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만약 법해석이 펼요한 경우， 의회애서 

의 토론， 위원회보고서 등을 통해 볍의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 

고 법의 의미가 확정된 후 사건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의 반대편에는 맑uchs와 같은 자유법학자의 입장， 즉 결론이 먼저 애려지고， 그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이 해석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라딘은 후자의 입장이 

현실에 좀더 부합하기는 하지만， 법해석에는 법에 사용된 언어가 주는 재약이 있으며， 따 

라서 후자의 입장은 도에 지나치다고 본다. 

라딘은 여러가지 해석론을 검토하며， 어떠한 해석론에 따르더라도 법의 객관적인 의마 

를 획득할 수 없으며， 판단자의 주관이나 판단자의 선택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고 주장한 

다 그는 우선 입법자의 의도에 따른 해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가한다77) 그는 성서해 

석이나 문학작품의 해석에 있어서는 결국 초월자의 의도나 작가의 의도가 글 자체기- 주는 

뜻보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정법의 해석에 성서나 문학작품 해석의 원리가 적용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로마법대전에 “의마가 평이할 때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Cumin 

verbis nulla ambiguitus est, non debet admitti voluntatis quaestio" 78) 는 주장도 있 고 , 또 

75) 위의 논문， 1271변 
76) Radin , "StatutoryInterpretation," 43 Harv. L. Rev. 863 (1 930). 본문에서는 별다른 인용 

없이 863면에서 885면까지의 라딘의 논의를 요약하기로 한다. 

77) 아마도 홈즈 대법관이 ‘입법자의 의도에 의한 제정법의 해석’ 이라는 주장에 가장 대표적인 반 
대자로 간주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종종 이러한 주장을 펴지만， 일례로 그는 ” 

The ’fheoryofLegallnterpretation ," 12 Haru.L.Rev. 417 (1 899)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 

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법에 사용된 언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 

서는 법에 사용된 언어는 다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언어의 의미를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 

하여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며， 일반인에 통용되는 언어관례에 의해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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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법자의 의도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한다. 누구의 의도를 입법자의 의도로 여길 것인 

지도 문제이지만， 설혹 모든 사람이 반대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법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도 그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의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라딘은 의도를 안다 할 지라도 그것은 법해석에서 중요핸 역 할을 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입법부의 기능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라도 동료시민에게 그들의 

의사를 강요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을 통과시키는 것’ 일 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입볍부의 기능은 일반적인 용어를 통해 바람직한 상황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때 

해 진술하는 것으로 마감된다는 것이다.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입법부의 의도를 살핀다는 

것은 미래의 사건애 대해 미리 알고 정한다는 불가능한 논리를 인정하는 셈아 된다고 비 

판한다. 

또한 통상의 의머에 따른 해석이라는 것도 극히 예외적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에 따르면 예를 들어 특정인에께 연금을 수여한다라든가， 특정안의 이흔을 허락 

한다든가의 법률은 매우 확정적이라고 활 수 있으벼， 다른 예로 대통령의 궐위시에 부통 

령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서 대통령아나 부통령은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나 

지만， 그 규정은 상당히 확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정법의 언어는 매우 일반적야기 

때문에， 제정법야 사건에 대하여 주는 의미는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논리 

등프 -2 정당화하기 위해 ‘결정하기 위한 것들 (determinables) ’ 과 ‘결정된 ~J "t:: 

?‘ E 

(얘etenninates) ’ 의 구별을 도입 한다. 특정 인 , 특정 경 우를 지 칭 한 처 분적 법 률은 결정 펀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만， 대부분의 볍률은 결정하기 위해 존채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건이 법이 정해 놓은 가능한 

사건들 중의 하나인지를 정해야 하며 , 결국 이것이 결정된 후에야 그 법률규정이 평야한 

지 아닌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볍이 평이하다고 말하는 것도 해석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입법의 역사를 살피는 것도 그라 효과적안 것은 아뎌라고 본다. 입법부의 당해법 

인- 처리과정을 살펴서 얻을 수 있는 것아 있는가에 대해 그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 그 

는 법안의 수정과정이 최종형태의 것에 대해 말해주는 바는 적다고 본다 법안 수정과정 

에서 최종형태의 법이 탈생하기까지를 연속적인 과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 

적으로도 각 나라마다 입법과정에 대한 자료를 법해석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치하 

지 않으며， 한 나라에서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78) Radin은 “사용된 단어에 애매모호함이 없다면， 유언자의 의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없 

다"(학설회찬 32권 25[ 1))는 글귀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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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주 이용되는 법해석기준들도 신뢰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가 드는 예 

는 영국 귀족원 (House of Lords) 에 의해 공리라고까지 언급된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하나의 표현은 다른 것을 배제한다， 어떤 경우에 대한 언급은 다른 경우를 배제 

된다: 반대해석)와 ejusdem generis (특정한 것의 열거에 이어지는 일반적인 단어는 열거된 

것의 부류의 것만을 한정하여 포함시킨다. 한정해석)를 예로 든다. 반대해석은 우리의 경 

험에 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해석기준이 옳으냐 틀리냐가 쟁점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이 있을 경우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 기준을 사용할 것인가 아년가가 쟁점이라고 본 

다. 한정해석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경우에 가치를 갖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그는 신축적 법해석의 문제도 검토한다. 평이한 의미의 법률규정이라 할지라도 신축적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넓게 해석(liberal interpretation)해야 할 경우 

로，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경우， 공공의 효용이 큰 경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인권에 관계된 경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잘못으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부여하기 위한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어떠한 종류의 법률은 이러한 카테고리에 든다할지라도 법률이 특정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우 혹은 법률이 이를 예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넓은 해석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 

다고 주장한다. 엄격한 해석은 보통법에 어긋나는 법률， 특권을 부여하는 법률，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의 경우에 행하여진다고 주장되지만， 그는 이러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 기준 

이 일반적으로 준수되어 왔고， 이에 반하는 선례들이 없을 경우에만 가치를 발한다고 한 

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기준들이 법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법의 목적에 의해 법을 해석한다할지라도 목적은 직접적 목적， 배후의 목적， 최종 

적 목적 등으로 중첩적이며，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 목적， 즉 협의의 목적과 여타의 목적 

이 모순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은 판결의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만， 실제로는 판결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들어간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리 

고 결과도 목적과 같이 중첩적이며 따라서 주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법해석에 있어 이론이나 방법론이 의미없는 것이라면 법해석의 문제에 달리 어떻게 접 

근하여야 하는가? 그는 판사의 건전한 판단력의 행사를 바딸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그러 

한 바램은 좌절을 겪어 왔다고 본다. 음울한(murky) 용어들과 삶과 절연된( cardboard) 

기술적 방안들이 신성시되어 왔으며 , 법적 사고와 다른 사고간에 건강하지 못한 절연을 

부추겨 왔다고 판단한다. 마치 법해석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들은 다룰 수 없는 매우 전문 

적인 작업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일소할 혁명 (juristic 

revolution) 이 필요할 정도라 평한다 79) 

79) 라딘은 후에 법해석에 관하여 약간 온건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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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트와 색스의 법과정론 

Hart와 Sacks는 법 과정 론의 대 표적 인 인 물로 거 명 되 며 . The Legal Process: Basic 

Problems in the Making and Applicαtion ofLαw80 ) 를 남겼다. Hart와 Sacks는 법 의 운영 

은 정당한 기관이 적정한 역할을 떠맡아，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착 

안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을 절차론 혹은 과정론(process jurisprudence, process theory of 

law)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정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의 정당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판법학계열의 학자인 Singer의 평에 따르면， 이들의 논의는 삼원소로 구성된다. 그 

삼원소란 기관의 권능(institutional competence) . 사리를 따르는 작업 (:reasoned 

elabo:ration) . 다수의 지 배 (majoritarianism) 이 다. 이 들은 입 법 , 행 정 , 사법 은 어 떤 일 에 

잘 어울리는가를 검토하여， 입법부는 공통체의 선호 (p:reference)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에 , 행 정 부는 지 속적 인 분별 (continuing discretion) 작업 을 통하여 입 법 부가 마련 한 대 안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하는 일에， 사법부는 사리를 따르는 작업 (reasoned elaboration)을 

통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에 적합하다고 한다. 사리를 따르는 작업이란 과거의 결정들과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예기하며 기준들을 생산해 내는 작업이다. 이는 사건의 실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 특히 보통법의 경우에는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사건을 비교 검토하여 사건 

에 적용될 기준들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며， 특히 제정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발견하여 법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과정론은 사법부는 입법부를 법제 

정의 권위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81) ￦illiam S. Blatt은 다음과 같 

이 이들의 제정법 해석론의 입장을 요약한다. 

〔이틀의 해석론에 있어〕 고전적인 해석기준(canons)들은 지배적인 규칙의 위치에서 참고의 

용도로 변화하였다. 입법부의 의도는， 제정당시 및 그 후의 역사를 살펌으로써 알려지는 

제정법의 목적으로 대치되었다 통상의 의미에 따른 해석이라는 규칙은 ‘볍에 사용된 언어 

란 입법목적에로 안내하고 한계짓는 역할을 한다’ 는 견해로 대치되었다. 엄격 해석의 규칙 

은 명확한 진술의 정책들로 대치되었다 82) 

이제 이들의 제정법 해석론을 살펴보자. 다음은 이들의 The Legal Process 중 제정볍 해 

석의 기초에 관한 노트(Notes on the Rudimenta:ry of Statutory Interpretation)부분의 요 

루기로 한다 Radin , “AShortWayWithStatutes." 56Harv. L. Rev. 388 (1 942 ), 

80) 1958년 인쇄되었을 뿐， 책으로서는 출판되지는 않은 원고이다， 
81) Singer , “Legal Realisrn Now: Review Essay on Legal Realism at Yale: 1927-1960 by Laura 

Kalman , " 76 Calif L. Rev. 465 , 505-508면 (1 988) . 
82) Blatt , “The History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 Study in Form and Substance," 6 Cardozo 

L. Rev. 799 , 832 (1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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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다 83) 이 노트에서 이들은 법에 사용된 언어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입법목적 

의 문제로 넘어 간다. 우선 이들은 법에 사용된 언어는 이중적 역할(double role of the 

words)을 한다고 본다. 목적을 추적하는데 안내자로서의 역할과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설 

정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사건에 적용된 바 법의 언어가 문맥상 오로지 단 하나의 의미만 

을 전달할 때， 해석자는 망설임없이 법이 말하는 바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 

는 법의 언어가 이중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의 필요조차 없다”라 

고 종종 말할 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해석해 본 결과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 

이라 이해한다. 즉 의사소통은 언제냐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법에 사용된 언어가 주 

어진 맥락에서 단 하나의 의미만을 주지는 않을 때， 해석은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볍에 사용된 언어는 이중적 역할을 하게 된다. 법에 사용뭔 언어는 한편으로는 가능한 목 

적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설을 시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볍에 사용된 언어의 의미는 입법자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 

서는 아니되며，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사전 

을 참조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한다 간혹 부정어가 빠지거나， 부정어가 

잘못 들어간 경우와 같이 문맥상 명백하게 오류라고 인정되는 한에는 이를 시정하여 해석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거친 과정을 전복사키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e따sdem generis, expressio unius exc뼈sio alterius, nosc뼈ur a sociis(사람은 

친구들에 의해 판명된다가 원래의 의미이벼，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는 그에 수반하는 단어 

들과의 관계에서 검토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re빼endo singula 

singulis와 같은 해석의 격언은 해석의 법칙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해석에 유용한 도 

구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병확한 진술의 정책 (polìcies of clear statement) 이란 무엇인가를 살 

펴 보자. 명확한 진술의 정책은 입법부나 사볍부가 따라야 할 정책이다. 문법상으로 하자 

가 없을지라도 단어를 특수한 의미로 사용하거나 해석해서는 안되며， 의원이나 입법부는 

그 의사를 명확하게 진술해야 하며， 입법부의 의사와 법문에 진술된 바가 다를 경우에는 

법문에 진술된 바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라고 명확성의 정도는 제 1차적 수신자 

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 판사， 공무원， 일반 사인이 각기 채} 

차적 수선자일 것이며， 그 명확성의 정도는 일반 사인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높아야 하 

는 것이다. 이 정책은 두가지를 요구한다 첫째로 범죄행위와 비범죄행위를 구분짓는 언 

어들은 통상의 명확성을 넘어 진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법원은 명확히 진술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원칙이나 정책으로부터 입법부가 이탈하였다 

83) 묘art & Sacks, The Legal Process, 1410-1417면 참조 이하에서는 인용을 생략하고 이들의 주 

장을 요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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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들이 목적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 살펴 보자. 이들은 입법목적이 법에 명시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해석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당해 

법의 전반적인 문맥에 비추어서 별 무리가 없고， 문제된 사건을 해결하는데 유관하다고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얀가? 이들은 목적이라는 개념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 

다고 전제한다. (a) 목적은 경우에 따라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따라서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b) 예를 들애 가능하다면 &보다는 묘를 행하라는 식으로 목적이 서열 

을 갖는 경우도 있다. (c) 목적에는 협의의 목적과 법전체에 버추어 판단되어야 할 광의의 

목적이 있다. 포괄적얀 볍체계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고립되어 볍률아 쩨정된 경우， 이 법 

의 목잭은 인접한 사건을 어떻게 처려해야 한다고 보는가의 문체도 있다 그 인접핸 사건 

은 이 법에 상관없아 독립되어 처리되어야 하는가， 또는 어 법이 제정되지 이전과 같야 

취급되어야 하는가， 혹은 아 법과 같은 방향으로 다루얘껴야 하는가의 문제를 야기환다. 

법률이 포괄적 법체계의 일부를 아룰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채가 채기된 

다. 이들은 사법부가 체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법률이 배제하는 경우에는， 사법부는 야 

를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적은 어떻게 추측되는가? 다음은 목적 추측을 위한 技術적인 변들이다. 협의왜 목적 

(immediate 맹뻐r멍ose) 을 추측할 때， 법원은 입법부의 입장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그렇 

다고 하여 정파의 세력관계 등을 고려하라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입법부는 합리적인 

추구하는 합리 적 인 사람들 (:reasona뼈e 양ersons pu짧빽뾰g reasonable 

맹뼈뼈oses reasonably)로 구성되애 있다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헌법상의 권 

합려적으로 목적을 

한과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행사한다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묘ey뼈on사전에 

서 Coke경야 말했듯이 신법의 목적은 구법과 벼교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볍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고 어를 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준거점들은 목적을 찾아내는데 유용하리라 보고 있다 

법여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겸토하는 것은 목적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이 제정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피는 것이다 Ha:rt와 Sacks는 4가지를 예로 든다. 첫째로 일반국 

먼들은 구법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는가를 살펼 수 

있다. 둘째로 선법의 준비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들 예를 들어 대통령의 담화， 암 

볍준비위왼회의 보고서 등이 참조될 수 있다. 셋째로 법안제출부터 통과시까지 입법부 내 

부의 과정야 공식적으로 기록되애 현존한다면 침-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제약이 

따른다. 당해 법애 대한 의회의 입법역사는 그 볍의 목적을 알가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 

적용에 대하여 입법부가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볍의 일반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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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비추어 합당하고， 다른 문맥들에 의해 지지될 때만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입법역사 

는 일반적인 목적과 상충되고， 그 역사에 합리적인 접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 

이 되는 해석을 낳는다면 이 입법역사는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넷째로 법이 성립된 후 어 

떻게 해석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은 목적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달리 파악된 

바의 목적과 명백히 상충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건들에서 법원이 행하여 온 해석은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고정된 선례는 판결의 확고한 준거점으로 작용한 

다. 행정부나 일반공중의 해석은 이것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법에 

사용된 언어가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한 비중있는 증거로 작용한다. 

법률의 협의의 목적에 의문이 있을 때 법원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은 법의 일반정책 

으로부터 도출되는 적절한 추정이다. 이들은 이러한 추정에 관한 작업은 법의 발전을 위 

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입법목적을 수행하도록 법에 사용된 언어를 어떻게 해 

석할 것인가? 입법목적이 확정적이면 법에 사용된 언어를 해석하는데 재량의 여지가 별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작업의 주체는 공식적 

으로 법의 적용과 집행의 일차적 책임을 떠맡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들 기관들은 입법역사에 나타난 바를 검토해야 하며， 일반공중의 해석이 일관성 

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작업에서는 일반목 

적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고 합려적인 법적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법원은 

공식적인 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에 통일적인 해석이 있다면 이에 비중을 두어야 하며， 이 

러한 행정기관의 해석이 추정된 입법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그 해석이 여러가지 측면 

들을 고려해서 도달되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본 

다 

(6) 논의의 정리 

위에서 파운드， 르웰린， 프랑크， 라틴， 하트와 색스의 제정볍 해석에 대한 주장들을 간 

단히 살펴 보았다. 이들의 논의들에는 차이점이 있a며 그 차이에 따라 이들을 세 개의 

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군은 파운드， 이군은 르웰린， 프랑크， 라딘， 삼군은 하트와 

색스이다. 파운드는 볍을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으며， 법운영의 중심을 

입법부에 놓았다. 이군의 인물들은 법의 역할에 대해 파운드와 유사한 전제를 택하고 있 

다. 극히 일반적으로 말해， 법은 인간과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법은 하시라도 이 

명제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전제이다. 파운드의 전제도 이러한 전제에 포함될 것이다. 이 

들이 파운드와 다른 점은 사법재량 혹은 사법입법은 불가피하며， 법해석은 판사의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하다면 

판사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시대적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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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등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하트와 색스는 법현실주의자들이 판사들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축소시키고자 한다. 판사 

법현실주의 

요구되는 것은 법현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시대적 · 사회적 사명감이 아니라 법의 

목적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법현실주의자들은 주로 법해석시에 의지할만한 기준이나 

준거점들을 설정하는 작업이 

들에게 

무의미하기도 하며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반해， 하트와 색 

스는 그러한 기준이나 준거점들을 적극적으로 구성해 내려고 하였다. 법해석의 주된 임무 

는 법의 목적파악이라는 하트와 색스의 전제를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법의 목적 중 법의 

최종적 목적에 비중을 둔다면， 판사는 상당히 자유로울 것이다. 하지만 하트와 색스는 이 

러한 입장을 달가와 하지는 않는 듯하다 

이제 한가지만 언급하고 다읍 장으로 넘어 가도록 하자. 중요한 점은 일군， 이군， 삼굳 

의 인물들 각자는 자신의 해석론을 시대적， 사회적 요청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러하다면 우리 시대와 사회에 적합한 해석론인가의 문제가 해석론의 핵심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생활관계간의 차이점과 맥락들을 살펴 해석에 대한 

일반이론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의 서술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 

를 없애기 위해 한마디만 한다면， 법과정론을 법현실주의의 일부로 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미국 법사회학의 흐름을 보면， 현실주의자들은 로스코 파운드의 사회학적 법학에 이어， 

제 2세대의 법사회학을 대표한다. 우리는 흔히 현실주의자들의 사회과학에 대하여 실증주 

과학적 V. 

의적， 행태주의적， 결정론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며， 그들이 의욕한 것만큼의 연구성과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Edward G. ￦hite는 “법현실주의는 ...... 갑자기 제 2 차 세계대 

느
 」

또
 

전에 직면하여 아무도 이들의 입장들 중 어느 것도 지지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법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한 경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보잘 것 없는 발견만을 가 

져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다고 흔히 말하여지고 있다”고 하며 “1920년대와 30 

년대에 Yale과 Columbia 법대에 모여 있으면서 경험적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단 한사람인 Moore만을 제외하고 ￦illiam O. Douglas, 

￦alton 묘amilton ， Walter Dodd, Charles Clark, ￦esley Sturges, Karl Llewellyn은 모두 사 

회과학적 연구를 포기하였거나 아예 학문을 포기하였거나 법학강의를 포기하였다”고 지적 

한다 84) 학문 혹은 볍학강의를 포기하였다는 것은 교수직을 떠나 루즈벨트 정부에 참여하 

연구에 열광하던 법현실주의자들 

중에서 

84) 화이트 저/ 김건식 역， “법현실주의로부터 비판법학까지‘” 현상과 인식 11/2, 178면 (1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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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거나 법조계로 옮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987년 당시 컬럼비아 자치구 연방고등법원장인 Patricia M. Wald도 이러한 경향을 가 

리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금세기의 일사분기에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이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킴에 따라， 이 분과의 

학문들이 판사들의 선택을 인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이 

러한 신념에 따라 흠즈는 미래의 법률가는 통계학도이며 경제학의 대가이어야 한다고 보았 

다 카르도조 판사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1937년까지도 이러한 신념을 토로하는 

예가 있었다. 그러나 1930년말에 이르면， 과학의 진전에 대한 사법의 신뢰는， 과학의 발 

전이 전쟁과 경제공황을 축출하리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썰물같이 사 

라진다. 이에 따라 판사들은 어려운 결정에 포함된 어려운 선택을 함애 있어 그들은 그틀 

자신의 지적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85)86) 

법현실주의 중 뼈oore ， Cook, Oli맹hant， Do뼈glas 등으로 대표되는 과학적 현실주의 

(scie빼i짧c realism) 집단의 구체적인 작업들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85) “Some φhoughts on Judging as Gleaned from One 뼈undred Years of the 묘arvard Law Review 

and Other Great Books ," 1 00 Harv. L. Rev. 887. 900면 (1 987) . 
86) ￦ald 판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자기신뢰의 법학 (self-reliant jurisprudence) 은 한 

편으로는 법이외의 자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성찰을 증폭시켜야 한 

다 제롬 프랑크는 그가 제 2 고등법원판사로 봉직하기 이전에 판사들에게 법규칙(법조문)에 
따라 재판한다는 가정을 벗어 던지고， 그들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결 

에 도달한 실제 이유를 대중에게 펼쳐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급진적 볍현실주의자였다 · 

그러 나 자기 분석 이 모든 판사틀을 치 유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사틀은 ‘만성 적 부조리 와 영 

구한 불확실성의 감정’ 을 계속하여 말한다. 20세기 중엽에 판사들은 부당하게 재량을 행사하 

고 그들은 법을 그 자신의 선호와 편애에 따라 만들어 간다는 비판에 봉착하였다 1959년 컬 

럼비아 법과대학 교수인 묘erbert Wechsler는 판사의 결과지향적 판결에 대한 해독제로써 중 

립적 원리 (neutral principles) 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만약 판결이 중립적이고， 일반적이고， 

비타협적인 원칙에 기초한다면， 판사는 임기응변적 판결이라는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 

는 주장이다 차세대의 맘ound처럼 느껴지는 John Ely교수는 입법과정이 좀 더 접근 가능하게 

된다면， 법원이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더 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한다. 

법원의 개입은 민주적 절차가 비자연적으로 곡해되거나 일정한 집단에 밀착된 때만 필수불가 

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Skelly Wright 판사가 지적하듯이 , 중립적 원칙은 개념화하기는 

쉽지만 무엇이 중립적 원칙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어렵다 요즈음 이러한 증립적 원 

칙에 관한 논의는 법학지들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우리는 판사에게 판단의 뒤틀린 고뇌로 

부터 자유를 약속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과거에 사이렌의 노래에 그쳤던 약속과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Kaplan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판사는 결코 철학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그는 규범적인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지할 어떠한 일관된 체계나， 어느 때나 작동하는 문제해결책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만약 

그가 그러한 것들을 바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판사로 행동하는데 그리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Kaplan 판사) 그렇다고 하여 판사의 재량행사에 아무런 견제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진정한 제한은‘ 항소심의 경우에는 특히도， 지적 방책에 놓여 있다기보 

다는 사볍결정과정 그 자체의 제도와 역학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위의 논문. 900-903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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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작업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다 87) 

그러나 법현실주의자들이 세웠던 목표는 옳은 것 같다. 르웰린의 다음과 같은 주장 자 

체는 새길만하다고 보인다. 르웰린은 “현실주의자들은 규칙이나 법을 목적에 대한 수단으 

로 본다. 단지 수단으로. 그들은 법은 천천히 움직이고 법을 둘러싼 삶은 빨라 움직인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볍들 중에는 삶과 유리된 것들도 있다고 본다. 첫번째 질문은 

법이 사람들에게 혹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두번째 질문은 법이 사람 

들에게 혹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이 과연 당위적 요 

청에 제대로 부응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첫번째 질문 즉 법이 현재 무엇을 하고 었는가를 

알 수 있가 전에는， 불가능하다" 88)고 한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의 이해가 규범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낀다 에를 들어 

현살과 문제점 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동볍 재정의 방향을 논외하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의 

있어야 하며 , 교육관계법의 개선아다 해석을 위해서 

는 교육현실， 부패 구조 등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회사법을 가르치는 교수는 우태 나라 

회사의 조프λ} 

「 。’ 회사내 의사결정의 현실 , 회사의 자금조달의 현실 등에 대해 얄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법학에서 이것이 다가 아님은 불론이다. 하지만 법과 유관한 현실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부임도 사실이다. 유관한 현실의 이해는 문제를 꿰뚫을 수 었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응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현실， 볍과 유관한 현실들을 파 

악하여야 한다는 현실주의자들의 목표는 현재에 있어서도 강한 설득력이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꾸준히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87)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유용히 리 라 본다. John 묘enry Schlegel. American Legal Realism and 

Empirical Science(1995); Schlegel, ι~nτerican Legal Reαlism and Empirical Social Science: 

From the Yale Experience, 28 Buffalo L. Rev. 460(1979); Schlegel, American Leg，αl Realism 

αnd Empirical Social Science: The Singulαr Case of Underhill Moore, 29 Buffalo L. R낭v.195 

(1980); S. Verdun-Jones, Studies inAmericαn Legal Realism (J. S. D. Thesis, Yale Law School, 
1977); Verdun-Jones, Jαrisprudence Wαshed ωith Cynical Acid: Thurman Arnold and the 

Psychological Bases of Scientific Jurisprudence, 3 Dαlhousie L. J. 47θ(1976); Verdun-Jones, 
Cook, θliphant απd Yntema: The Scientific Wing of Americαn Leg，αlReαlism， 5Dαlhousie L. J. 

3(1979) 

88) Llewellyn, Jurisρrudence: Realism in Theory αnd Practice(1962) , 43변 ; Llewellyn , 44 

Harv , L. Rev , 1222(931); Lasswell & McDougal, Jurisprud닝nce for a Free Society Vol 1 

(New Haven: New Haven Press. 1992) , 252면에서 재인용.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취 
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법의 어떤 부분에 관하여 무엇이 행하여져야 하는가의 판단은 법의 

그 부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내려질 

수 없다" Llewellyn, Some Realism About 짧alism-Responding to Dean Pound , 44 H，αrv 

L , Rev, 1222, 1236-7(1931); Lasswell &細cDougal，위의 책， 225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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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법현실주의 비판 서설 

연구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을 생각함에는 성급함이 

개재되어 있지만， 앞으로 연구주제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세세히 살펴볼 것인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인가를 정리해 본다는 생각에서 비판 서설을 적어 보려고 한다. 이에 

는 과도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것이나， 어느 정도는 과감히 적어 보고， 이로서 이글을 끝 

맺으려 한다. 

법현실주의자들이 후세의 성찰에 넘긴 문제들 중 이 곳에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입법 및 법의 비확정성의 문제이다. 둘째， 20세기 전반의 법사상 

의 성격 판단의 문제이다. 즉 20세기 전반의 법사상의 담고 있는 세계관， 정치관， 경제 

관， 지식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셋째， 사실과 가치의 구별과 연관의 문제이다 

1 사법입법과 법의 비확정성 

사법입법(judiciallegislation) 이란 법현실주의자틀이 즐겨 썼던 용어이다. 법현실주의자 

들은 기본적으로 판결은 자족적인 법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라는 형식주의 

법학의 전제를 비판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규칙회의론(rule-skepticism) 이라 지칭되듯 

이， 법현실주의자들은 입법부가 만든 규칙이 판결을 지배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다른 요 

소들을 고려하여 판결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좀 더 살핀다면 거의 대부분의 법현실주의자들이 법원의 역할은 ‘법문에 담긴 입법부의 

의도의 재현’ 이라는 해석관에 반대하였다. 또한 홈즈 대법관은 “일반명제가 구체적 사건 

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General propositions do not decide concrete cases" 89) 라 하여 사건해 

결이란 전통적인 포섭 (subsum ption) 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 실상의 

검토로부터 대전제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넓게 보아 형평을 고려한 해결 (equitable 

resolution)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라딘의 주장에서 보았듯이 법에 사용된 언어는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판사가 판결을 내럼에 있어 대안 중에서 선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문제였던 셈이다. Kronman은 

볍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라스웰과 맥두갈과 같이 추구하여야 할 규범을 사회과학에 근거 

하여 찾아 나아가는 입장과 르웰린처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천적 지혜의 덕성을 강조하 

는 입장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 90) 

볍현실주의자들처럼 판단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 두 입장이 있다고 보인다. 

89) Lochner v. New York 198 U. S. 45 ‘ 25 Sup. Ct. 539: 59 L. Ed. 937 (905)에서의 흠즈 
대법관의 반대의견 중에서. 

90) Kronman, The Lost Lawyer, 199-2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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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L. A. Hart로 대표되는 입장인 바 9 1) 법현실주의자들의 재량에 대한 주장은 과장되었다 

고 보는 입장과， 미국의 비판법학자들 내지 H없t와는 또 다른 입장에서 Wittgenstein의 

언어철학을 응용하는 학자들92)처럼 오히려 법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의 궤도를 넘어서려는 

입장으로 나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현실주의자들의 주장에 가까운 입장과 이를 순화시키려는 입장이 표 

명되었다. 이회창 전대법관은 “법관은 재판과정에서 형식적이고 개념법학적인 법의 해석 

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 경제， 윤리， 사회， 심리적인 모든 요소를 참 

작 고려하여 실질적인 법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93) 라든가 “법의 입법과 법의 해석 사 

이에는 법형성의 방법과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기능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고 오 

직 정도의 차이 뿐이다" 94) 라고 하며 ‘재판입법’ 95) 혹은 ‘사법입법’ 96) 을 정면으로 주장 

하였었다 이회창 대법관은 왜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창조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 

하여 복지국가화 경향으로 인한 행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 헌법상 기본 

권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을 들고 았다 97) 이회창 전대법관의 글은 미국의 법현실주의자 

들의 사법관， 법해석관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껴진다 

최대권 교수는 “제정볍의 해석" 98)에서 제정볍은 언어의 통상의 의미와 입법목적에 중심 

을 두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판사는 합리적인 이유제시의 의무를 진다고 주장하 

였다 99) 그리고 이회창 전대법관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주장이 법치주의의 확립이 요청 

되는 단계에서 가져 올 역효과를 우려하였다. 최대권 교수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Hart와 

Sacks의 주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글 모두 우리 

의 실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해석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검토할 때， 이론적으로 방어 

가능한가 (theoretically defensible) 의 문제와 실천적으로 바람직한가(pradically desirable) 

의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 대략의 경우 법해석에 대한 주장들은 이론적으로 방어가능한 

것들이며 ‘ 판단의 관건은 실천적으로 바람직한가이다. 이회창 전대법관과 최대권 교수의 

글은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양자 모두 형식주의나 개념볍학을 배격하는데 공통된 

91) Stephen Livingstone, “ Of the Core and the Penumbra: H. L. A. Hart and American Legal 
Realism ‘ " in The Jurisprudence of Orthodoxy ed. by Philip Leith & Peter Ingram (London: 

Routledge, 1988). 147-172. 
92) 그 대표적인 예로는 Anthony D、Amato ， “Pra맑natic Indeterminacy," 85 Northwestern L. 

Rev. 148 (1 990)을 들 수 있다 

* 93) 이회창， “사법의 적극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28/2. 153-54면 (1 987). 
94) 위의 논문. 150면 
95) 위의 논문. 153연. 

96) 위의 논문‘ 160면 등‘ 
97) 위의 논문‘ 154변 참조. 
98) 최대권“‘제정법의 해석‘’‘ 서울대학교 법학 30/1-2 (1 989). 
99) 위의 논문. 123-5 ‘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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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권 교수도 판결문에서 판결을 형식논리적 삼단논법의 결과인 것처럼 설명하고 그 

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벼판하며， 제정법의 해석을 “제정법이 처1화하고 있는 가능한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 100)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에게 있어 선택의 대안 

들이 법문의 통상의 의미와 입법목적으로부터 구성되어 나옴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최대권 교수는 입법목적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입법역사자료의 활용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101)을 취하고， 또한 입법목적은 헌법 등 상위법과의 체계적 관 

련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102)을 취하고 있다. 이려하다면 이회창 전대법관과의 입장 

의 차이란 어느 정도는 수사적인 차이 (rhetorical difference) 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수 

사학적인 차이가 듣는 사람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상 

이한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또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되었더라면 적지 않은 차이가 노정 

되었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회창 전대법관의 논문은 읽기에 따라 좀 더 현실비판적인 미국의 벼판법학과도 유사 

한 입장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복지국가가 산출해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기의 얀식 

을 담고 있으며， 기본권조항에 대한 실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입법부， 행정부는 정책기관， 사법부는 언권보장기관으로 대벼하여 볼 것을 권 

하고 있기도 하다. 법을 탄력적이고， 규칙을 목적 개방적 (open en뼈ed) 기준으로 묘사하는 

이면에는 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주요 법현실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사법전공자였지만， 아마도 법현실주의가 요즈음에 있 

어 가장 적합한 볍분야는 헌법분야일 것 같다. 이회창 전대법관은 기본권의 장이라는 매 

우 알맞은 장소를 찾았던 것 같다 20세기 후반이 가져 온 인간의 삶에 대한 위기는 온고 

자신의 태도와 더불어 기본권의 장에 쓰여진 권리들에 대한 실험적 해석들을 요구하고 있 

는듯하다 

2. 20서|기 전반의 법사상의 성격 및 한계 

우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 있는 한 단락을 상기하여 보자. 아렌트의 주장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틀을 성찰하는데 있어 지금도 매우 유익한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우리는 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種의 삶이 자가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론적으로， 

개인의 이기적 삶을 주장하던 큰대 초가로부터， 사회적 삶과 사회화된 인간을 강조하는 근 

대 후기로의 전환 이러한 전환은 인간이 행위한다면 그것은 모두 자기이익 때문이라는 고 

전 경제학의 조야한 생각을 마르크스가 변형시켰을 때 일어났다. 즉 마르크스는 이익이란 

100) 위의 논문， 137면 
101) 위의 논문， 133면 

102) 위의 논문，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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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사회의 계급들을 움직이고 이끌며， 또한 이 이익이 갈등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이끈 

다고 주장하였다. 사회화된 인류는 오직 한 가지 이익만아 존재하는 사회의 상태이다. 그 

리고 이 이익의 주체는 개인이나 개인들이 아닌 계급들 또는 인류이다 이제 행위의 마지 

막 흔척， 즉 자기 이악 속에 함축되어 았던 동기마저도 사라졌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다 

이제 남겨진 것은 ‘자연적 힘’ 측 모든 인간과 인간의 활동이 똑같이 예속되어 있는 삶의 

과정 자체의 힘이다. 이 과정이 어떤 목적을 가진다면 이것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의 생존이다. 인간의 보다 고차적인 능력 중 그 어떤 것도 개인의 삶을 종의 삶 

과 연결하는데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개인의 삶은 종의 삶의 과정의 한 부분이 되 

고 말았다 103) 

근때에서의 인간관의 전환의 상정을 마르크스에 둔다변， 대략 공산당선언아 쓰여진 

1848냄을 기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아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르웰런얘 볍혐 

실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9가지 공통명제 중 하다-안 규멈의 진척속도는 시-회의 변화보다 

뒤쳐진다는 명제를 생각할 때， 법야 사회화된 인간이라는 상을 본격척으로 받아들야는 젓 

은 19셰기말 20세기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라만은 “20세거 법학의 가장 특정적인 모습 중의 하나는 법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아 

있어 왔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은 20세기에， 앞 시대에 종교가 가진 영향력과 비교할만한 

영향력을 가진다. 법사상은 사회학에서 발견되어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한 

다 104) 20세기 전반의 법사상은 당시 사회과학과 교섭관계에 있었으며， 따라서 당사 사회 

과학이 안고 있던 한계들이 적지 않게 법사상에도 유입되었을 것이다. 당시 법사상이랴고 

함은 20세기를 전후하여 나타냐는 예링 (1818-1892)의 목적볍학， 헤크(1859-1943) 의 아 

익법학， 제니 (1 861-1944) , 뒤르갱 0858-1917) 에를리히 0862-1922) , 로스코 파운드 

0870-1964) 등의 광의의 사회학적 법사상과 법현실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한계란 무엇일까? 그 한계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인식론상， 

즉 지식획득 방법론 내지 이해방법론의 한계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관， 사회관의 한계야 

다. 물론 이 둘은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펼자는 20세기 전반의 실용주의， 

법현실주의의 인식론상의 한계에 관하여는 이미 논의하였으므로 105) 정치관， 사회관의 한 

계에 대하여 단편적으로나마 이 당시 볍사상을 검토해 보가로 한다. 

103)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민음사， 1996) , 390면， 뾰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58) , 321면 ‘ 

104) 뼈. D. A. Freeman, Lloyd ’ s lntroduction to Jurisprudence (London: Sweet & 뼈axweH ， 

1994). 509변 . 
105) 이에 대하여는 최봉철， “법현실주의의 이해를 위하여 한국법철학회편， 현대법철학의 흐름 

(볍문사. 1995) 참조. 윌리염즈에 따르면 법현실주의는 20세기에 밀려옹 인식론에 있어 두 
번의 물결 중에 첫번째 불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힌다. 그 첫번째 불결이란 절대성 및 

그를 둘러싼 형이상학적 개념들에 대한 회의이다 절대성에 관한 회의는 한편으로는 상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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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사회에 대하여 이익 즉 민족이기성이라는 견지에서 “법이란 국가의 예링은 

주요조건(생명의 목적이란 사회의 법과 국가의 규범 이 다" 106)라고 

노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며 부과하는 질서를 

보호에 있다고 하였다 107) 뒤르챙은 “인간은 정 출산， 유지， 

그드。 
2. ""c'" 그 권위에 수밖에 없으며， 〔다른 말로， 정당하다고 느끼는〕 법을 받아들일 의의 

호으 
-, '-역할은 사회만이 사회전체로서 직접 이와 같은 조정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사회만이 개인보다 우월한 정선적인 사회기구를 통하여 

사회 사회만이 법을 규정할 수 있으며， 힘이며， 개인을 조정하는 권위를 갖기 때문이다 

과
 

@ 또한 사회만이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욕구가 넘어설 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모든 종류의 인식의 기능에 대하여 앞으로 주어질 보상을 추정할 수 있기 때 

법률사회학의 그는 마찬가지이다. 강조하기는 사회를 한다 108) 에를리히도 문이다”라고 

있다”고 하며 109) 다른 곳에서는 무게중심은 사회 자체 내에 “법의 기초이론의 전문에서 

독립적으로 션을 그을 것을 요청받을 

것이다 .. 

“법학자는 대립하는 이익간에 말한다. 다음과 같이 

경구는 이익균형이라는 Q;'.<~ B}느; 
」← <> c '-행하도록 그것을 그는 정의에 따라서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질문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익틀 

판 선생， 문필가， 그 것은 균형잡힌 법학자， 분명히 에 비중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아니라， 것이 정의는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체이다 입법자가 아니라 사회 사， 

그는 1906년 미네소타의 세인트 폴에서 사회에서 나타난다 " 110) 파운드도 마찬가지이다. 

의를 불러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의 상대성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경우 개념， 원리 등으로 구성되는 추상적 논리나 이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사실에 관 

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윌리염즈에 따르면 새로운 인식론의 제 이의 물결 

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인식가능성에 대한 회의 및 과학과 주관의 이분적 사고에 대한 반 

성을 수반하며， 이는 비판법 운동의 인식론에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Joan C. Williams , 

“ Critical Legal Studies: The Death ofTranscendence and the Rise ofthe New Langdells ," 62 
N. Y. U. Rev. 429. 439-445 (987). 또한 로티는 20세기 전반의 실용주의는 한편으로는 
아직 방법론， 특히 과학적 방법론에 관하여 마련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 마 

음(mind) . 의식을 그들의 탐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20세기 후반부의 실용 

주의는 방법론에 관한 죄의식에서 벗어났으며， 탐구대상은 우리의 언어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Richard Rorty, “The Banality of Pragmatism and the Poetry of Justice - Comment 

Symposium on the Renaissance of Pragmatism in American Legal Thought." 63 S. CaL L. 

Rev. 1814 (1 990) 
106) Hendrik Jan van Eikema Hommes , Major Trends in the History of Legal Philosophy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1979). 211 

107) 위의 책. 216-17 
108) 뒤르챙‘ 자살론/사회분엽론 (삼성세계사상 22. 삼성출판사. 1990). 241 변. 
109) 에를리히 저/ 장경학 역， 볍률사회학의 기초이론. 5면 

11 0) Ehrlich, Fundamental Principles of Sociology of Law (1936). 
Jurisprudence. 523변에서 재인용 

200면 ; Lloyd & Freeman, 

미국법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로 기계적 법적용， 여론과 법의 相違，연설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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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의적 법정신을 지적하고， 사회적 이익의 이론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이익이란 “문명 

사회에서의 사회생활에 포함된 주장， 요구， 욕구들이며，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 

신을 주장”하며， 이 주장은 “사회집단 자체의 주장”이라고 한다. 또한 파운드는 사회적 

이익을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일반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익， 사회제도의 안정에 대한 사회 

적 이익， 일반 도덕에 대한 사회적 이익， 사회자원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이익， 일반적 

진보에 대한 사회적 이익， 개인생활에 대한 사회적 이익이다. 그러하다면 때로는 경합하 

고 상충되는 이익들 중 어느 이익을 우선시킬 것인가? 파운드의 이에 대한 해답은 사회자 

체가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11 1) 

20세기 전반의 법사상이 기반한 세계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요 

청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볍현실주의자들을 비롯된 사회학적 법사상 계열의 법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가 결과한 폐해들에 대처하는데 공현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근로시간 제한입법의 위헌을 선언한 Lochner판결이 있은 후， 3년만에 오레곤주 

의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입법을 방어하기 위해， 브랜다이즈 변호사는 10시간이상의 

여성근로가 공중보건， 공공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 

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주가 내정권 (police power) 에 의해 이러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다고 인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목적， 혹은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논리가 안고 있는 문 

제점을 무시할 수 없다. 아렌트는 사회의 요구는 이제까지 종의 보존으로 간주되어 왔다 

고 보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 목적， 사회의 이익이라는 용어가 근시안적 계획을 위해 그 

리고 실증적인 학문에 의해 파악되는 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본다. 우리 

는 제 3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요구가 어떠한 과정으로 어 

떠한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요구 

의 억압적인 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법이념， 법리， 법개념을 구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웅거는 이 시대에 추구해야 할 법의 이념을 유대와 형평이라고 하였다 112) 그러면서 유대 

는 “우리들의 삶과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며 이들의 운명을 나누어 가지려는 

크고 작은 우라들의 의욕이다 유대는 사랑의 사회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113) 아마도 그 

는 베버， 뒤르쩡 등 19세기말 20세기초의 사상가들의 의미를 새로운 시대의 이념을 인간 

유대에서 찾으려고 하였다고 보는 듯하다. 유대라는 이념이 현실에서 전개되는 양상에 대 

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이는 증폭되어 추구되어야 할 이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111) 파운드에 관한 논의는 Bernard Schwartz, Main Currents in American Legal Thought , 466 

473면 참조 

112) 로베르토 웅거 저/ 김정오 역， 근대사회에서의 법 (삼영사， 1994) ， 253면. 

113) 위의 책，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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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의 분별과 자교 

법현실주의자들은 사법부의 현실， 판결의 현실， 법의 사회적 효과 등 법에 관련된 사회 

적 사실의 파악을 중요시하고， 규범적 판단에 있어 사실에 대한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파운드， 르웰린을 비롯하여 법현실주의자들은 법이 현실 

못한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법현실주의자들의 F‘1Her나 묘orowitz는 변화에 상응하지 의 

소지 

주장을 20세기 후반의 사상인 포스트모더 니 즘과 비 교하여 검토하는 것은 

본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관계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간의 

가 았다고 지적하였다 

법현실주의의 

상당허 포스트모더다즘은 있는 형성하고 한 지류를 사상에서 서구의 홍마롭다고 

선칸트주의로← 經짧(맑ost-Kantian wake) 라는 용야와 관련지워 지기도 하며， ‘칸트아후의 

스
 

포
 

뜨인다. 포스트모더 니 즘 (post-Kantian postmodεmism) 1l 4l 이 라는 용어 도 눈에 서의 

리오타르. 들뢰즈 등 어느 누구도 칸트를 다 굵직 한 인물들인 라캉， 푸코， 

중에서도 칸트에 가장 경도되어 

트모더니즘의 

그의 사상을 기반으 있고， 。1않은 인물들이 없다 루지 

독특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인물은 리오타르이다 관계에 대해 존재와 당위의 로 하여 

그가 채택하고 있는 명제는 사실(존재)의 세계와 가치(당위)의 세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혹은 진실은 이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어떠하기 때문에，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 그렇다고 하여 현실을 파악하기 위 한 노력 는 논리를 거부한다. 

그의 이 러 한 논의 는 그의 Jμst Gαming， The Di.解rend 등의 저 서 에 서 다루어 지 은 아니다. 

이 홍미로우리라고 보며， 고 있다. 20세기 전반과 후반의 사상간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114) David Ingram, “T‘he Postmodern Kantianism of Arendt and Lyotard," Review of Metαphysics 

(1 988): 51-7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