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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피로 교수와 타나세 교수의 훌륭한 주제 발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의 발표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내용상 겹치는 부분도 많은 관계로 두 발

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법학 연구 및 교육에 있어 사회과학적 방법론 또는 타나세 교수의 표현에 

따르자면 정책적 분석(policy analysis) 또는 제도적 분석(institutional analysis)

의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법 또는 법학의 현실적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전통적인 법학에서는 법이 정의, 도덕, 또는 여타의 자연법적 원칙이 체화

(embody)된 것으로 다소 신비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대 법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의 경우, 법과 도덕의 분리 또는 법의 

독자성 및 자족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연법학과는 큰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실증주의 하에서의 법은 법규칙으로 구성된 폐쇄적

이고 자족적인 체계로 등장하며, 법률가의 기능은 대체로 법규칙의 삼단논법적인 

조작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의 경우에도 주어진 법 또

는 법체계의 효력의 실체적 연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은 

여전히 신비화된 채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법학 교육 및 연구에 응용하는 것은 먼저 법을 탈신비화

(demystify)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원용은 법과 법학이 현실 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

써 법의 현실적응성을 제고하는 이점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과학

적 방법론 특히 통계적 기법 등을 활용하는 것은 법학의 과학성의 증진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법학에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학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원

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사회과학적 방법론 자체가 가치중립적(value-free, value-neutral)이

지 않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과학의 가치중립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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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오래되고 복잡한 논쟁을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최저

임금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

자들의 이익대변단체들은 각종의 사회과학적 증거들을 원용하면서 최저임금제가 

사회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용자 단체에서는 마

찬가지로 각종의 사회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제도가 경제적 능률과 사회복

지를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유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법학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사회과학 자체의 가치관련성에 깊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과학이 법학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전적으

로 찬동하면서, 동시에 법 또는 법학은 사회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치환되거나 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규범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

애인에 대한 평등보호입법을 예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장애인

의 평등보호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정립과 집행에 있어 사

회과학, 특히 경제학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장애인들에

게 평등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에 초래될 지도 모르는 경제적 비

능률을 과학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자 또는 법집행자들은 이와 같

은 과학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에게 부여할 평등보호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애인들에 

대하여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법규칙 또는 법원칙 자체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의 결정 또는 결단이라는 점입니다. 안락사, 낙태, 양심적 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or) 등의 예를 생각해 보더라도 사회과학적 또는 통계적 분석에 의하여 치

환불가능한 규범적 차원이 법체계에 엄존한다는 사실은 어렵잖게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나세교수께서 언급하신 권력분석(power analysis)에 관하여 한마

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물론 법학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파운드가 설파한 바

의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 기능의 중요성을 도외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특정 법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필요나 희망으로부터 절연된 법 또는 법

학은 이들에 의하여 버림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의 사회적 기능이, 하

버마스의 표현을 빌자면, 인지적․도구적 합리성(cognitive-instrumental 

rationality)의 제고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타나세 교수께서 언급하고 있

듯이, 법학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법이 자명한 것으로서 통용되고 있는, 바

로 그 배후에서 법을 자명화하고 있는 것을 가시화하여, 우리에게 법을 의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방법론 또는 분석도구들의 활용이 단지 

법의 사회공학적 효용성의 증진에만 기여하거나 특정한 법적 결론을 사회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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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정당화 또는 장식하는 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기존의 법이나 법학을 초

실증적(extra-positive)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재평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