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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논문〉

동서법문화*

―중국법문화와 서양법문화―

木下 毅
徐 元 宇 譯**

1)

제1절 문제의 소재

1. Max Weber는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프로테스탄티즘에 정신적인 원류

를 가지는 근대서양문화와 유교와 도교에 정신적 원류를 가진 舊中國文化(이

하 支那文化라 함)를, ｢동서문화｣라고 하는 프리즘의 양극단에 자리매김하는 

패러다임으로서 대극적으로 파악하고, 그 중간에 세계의 여러 가지 문화를 자

리매김하려 하 다. 그에 의하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종교의식의 흐름에 있

어서는, 지리적, 풍토적, 생태학적인 제조건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無豫言的인 
유교와 豫言的 性格의 불교가 서로 교착하여 서양기독교문화와 서양에 지배적

인 인간 유형과는 극히 이질적인 문화와 인간 유형을 생성하 다. Weber는, 

유럽의 기독교문화권, 동아시아의 유교ㆍ도교ㆍ불교문화권, 인도의 힌두교문화

권, 서아시아의 이슬람교 문화권 등 각각에 대응하는 인간 유형을 상정하고, 

각각의 문화권속에 다시 국가, 민족, 지역 등에 대응한 인간 유형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개개인의 성격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을 거꾸로 더듬
어 올라가면,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성에로까지 다다르게 될 것이다.

* 본고는,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에서의 비교법강의의 바탕이 된 木下 毅(기노시다 
쯔요시) 교수의 저서, 比較法文化論(1999, 有斐閣)의 제4장을 번역한 것이다. 木下 교수
는 1960년 동경대학 졸업후, 1971년 동 대학원 법학박사, 1973년 Havard University의 
LLM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동경대, 북해도대를 거쳐 현재는 중앙대 법학부에서 비교
법, 미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미계약법의 이론, 현대아메리카헌법, 아메리카공법, 
아메리카사법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비교법분야의 많은 논문이 있다. 한국어번역을 승
낙해주신 木下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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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 있어서의 ｢전통사회｣의 법과 서양에 있어서의 ｢근대사회｣의 법과의 

관계를 논하는 경우, 저버릴 수 없는 운동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 

전개를 본 ｢법과 발전｣운동(Law and Development Movement)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제국은 발전도상국에 대하여 막대한 자금, 기술, 두뇌, 인재 

등의 원조의 손을 내민 바 있었다. 그러나, 선진제국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그 결과는 당초의 의도에 반한 것으로 되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법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의 제이론이 서양선진제국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만

들어지고 있으며, 발전도상국의 문제에 걸맞지 않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사회과학의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 내지 근본적인 인간의 행

동양식, 인간의 행동양식에 독자성을 부여하는 가치체계, 가치체계의 밑바닥에 

있는 인간관, 인간관을 형성하는 종교 내지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는 점에 문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함에 이르른 것이었다. 이 운동
은 발전도상국의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전통사회의 법문화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제국의 근대적, 민주적인 법문화를 이식한다고 하는 사명

감에 뒷받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그 법적 패러다임은, ｢자유주

의적 법만능주의｣(liberal legalism) 으며, 발전도상에 있는 전근대적인 전통사

회는 서양사회를 모델로 하는 근대사회로 향해 진화한다고 하는 單線的 發想

이 그 기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일본인에게는 權利 의 관념을 결하

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법문화를 전근대적 봉건적(신분계층제적, 

협동체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어느 땐가 이러한 ｢뒤떨어진｣ 전통사회는 근대

사회로 향하여 필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근대법론의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적지 아니하 다. ｢일본에 광범하게 남아 있는 전근대적 인 법의식｣

에 초점을 두고 논하고 있는 川島武宣의 日本人의 法意識 (1967)은, ｢오늘에 
있어서도, 전근대적인 법의식은 우리들의 사회생활 속에 뿌리깊게 남아 있으

며, 사회행동의 차원에서의 법 과 쓰여진 법  사이의 심각중대한 괴리를 낳

고 있다｣고 하며, ｢그 괴리는 그 뒤의 일본의 근대화 내지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하여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법에 관계되는 의식만이 아니라, 오히려 법에 

관계되는 무의식적(의식 내면적) 심리상태｣까지를 포함하여 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 자본주의화  내지 공업화  혹은 근대화  등의 말로 불리어 지고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의 많은 사회 ―특히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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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프리카 등의 여러 사회｣도, 서양사회가 이제까지 경험하여온 근대화를  

｢현재 혹은 장래에 있어서 경험할 것이다｣고 예측한다. 이 학설은, ｢어느 민

족, 어느 사회도 ―시간의 전후는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역사의 

발전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적 전제｣에 입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상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이라는 전통사회도 근대화에 의

하여 사회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仁井田陞의 中國法制史 (1963)
도, ｢중국 내지 동양사회에서는 … 인민은 법을 두려워(畏怖)할 뿐이며, 법이 

인민의 편이라는 일은 없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동양사회의 성격을 전근대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單線的 社會進化論에 대하여, 1970년대 미국의 법학계를 주름

잡았던 ｢批判的 法學硏究｣(Critical Legal Studies)의 선도자로서 알려지고, 

International Law Center의 회원이기도 했던 D. Trubek은, 1972년에 ｢사회적 
법이론을 위하여 ―법과 발전에 관한 소론｣을 발표하여, ｢법과 발전｣ 연구가 

그 전제로 해오고 있었던 근대법을 ｢뒤떨어진｣ 비서양세계에 이식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함에 이르 다. Trubek에 의하면, ｢근대법｣

(modern law)의 ｢중추적 관념은 서양의 역사에 의거하여 다양한 문화를 해석

한다는 점에서 구미 중심적(ethnocentric ―자민족 내지 자사회집단의 우월을 

믿고, 타민족 내지 타사회집단과 그 문화를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임
을 면하기 어렵다. 그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회에 있어서 되풀이되

는 일련의 동일한 발전단계로 보는 점에서 進化論的(evolutionalist)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암묵적인 전제로 말미암아, 이 관념을 가지고서는 제3세계에 

있어서의 법적 생활의 현실을 실효성 있게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전통으로부터 근대에로｣라고 하는 법 발전의 기본적 도식 그 자체

가, 서양의 근대사회를 도달해야 할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적인 시
각이라는 것이며, 제3세계의 문제는 서양의 역사로부터의 사회진화론적 일반

화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Roberto M. Unger의 近代社會에 

있어서의 法 (Law in Modern Society, 1976, P. Nonet & P. Selznick의 法과 

社會의 變動理論 (Law and Society in Transition: Toward Responsive Law, 

1978) 등의 法3類型論(安田信之, 아시아의 法과 社會 , 1987, pp.46-70: 徐元

宇, 轉換期의 行政法理論 , 1997, pp.3-23 참조)도 단선적 사회진화론에 대한 
시정의 시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근대서양의 개인주의적 사회상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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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상을 모델로 한 서양의 사회과학은 결코 보편타당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2. 다른 한편으로, 고도경제성장에 수반하여 생긴 사회 전체의 급격한 경

화, 관리사회의 진행에 의하여 인간의 행동이 규격화되고, 인간소외의 현상이 

사회적 규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인간에 
대한 관련성의 결여라고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사회과학도 어떤 형

식으로든 ｢인간｣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인간｣

이라고 하는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되었다. 大塚久雄에 의하면, 사회과학에 있

어서의 인간의 문제는, 인간유형론을 주축으로 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다. 이러한 인간유형론,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인간론의 상대화라고 하는 과제

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결한 것이 다름 아닌 Max Weber 던 것이다.
Weber의 인간유형론은, 에토스論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인간

의 행동양식의 외적ㆍ사회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면으로부터 지탱하며 

떠받치는 의식형태 내지 관념형태, 그 가운데서도 윤리의식ㆍ관념의 문제의 

내적ㆍ심리적 측면으로부터도 인간유형론을 구성하려고 하 다. 그의 에토스論

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은 1904-05년에 발표된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에
서 다. 1906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宗派와 資本主義의 精神 (Die 

protestantische Sekten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가 그에 이어졌다.

Weber에 의하면, 16, 7세기로부터 18세기에 걸친 서양사회에 있어서, 합리

적인 가치 메카니즘 내지 정상가격 시스템으로 성립될 수 있을 만한 시장기구

를 구축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산업경 과 노동조직을 형성해 나

가며, 그러한 방향으로 인간의 사고ㆍ행동을 추진해 나간 에토스가 다름 아닌 
｢자본주의의 정신｣이었다.

3. 이와 같이 하여, 동양과 서양의 법관념 내지 권리의식의 상이를 근대화의 

정도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하려는 것에 대하여, 점차 의문이 제시되게 된다. 

그 비판자의 한 사람으로, 일본 비교법학의 원로학자인 野田良之는, ｢자유｣라

든가, 혹은 그것을 기조로 하는 ｢私法｣이라는 관념이, 어찌하여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만 생겨나고 동양사회에서는 생겨나지 못하 던가. 그것은 전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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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후자의 그것에 비하여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문명적이었기 때문일까? 

이에 대하여 野田는, 동양과 서양의 법관념 내지 법문화의 상이를, 역사적인 

발전단계의 상이로서 이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초역사적인 멘탈리티｣의 

차이로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하간, 양자의 상이를 진화론적으로 발

전단계의 상이로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이것은 ｢전통사회｣로부

터 ｢근대사회｣에로 라고 하는 二分法的 圖式 자체 내지는 liberal leglism적인 
발상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동서문화, 그 가운데서도 전통적 문화와 서양의 기독교 문화와의 

기본적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Max Weber의 종교사회학에 의할 것 

같으면, 세계사 상으로는, 역사적 지리적인 여러 조건에 제약되면서도, 저마다 

고유한 성격을 가지는 갖가지의 종교의식의 향을 받아, 저마다의 문화적인 
元型(Archetype)을 가지는 여러 文化圈과, 그 내부에서 지배적이라 할 수 있을 

여러 가지의 인간 유형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 동

아시아의 유교ㆍ도교ㆍ불교 문화권, 인도의 힌두교 문화권, 서아시아의 이스람

교 문화권 등과 저마다의 인간 유형은 그 전형적인 것들이지만, 이들 가운데

서도 세계사상으로 가장 현저한 대조를 이루어 왔던 것은, 유교와 퓨리타니즘 

이라는 것이다. 그의 비교연구의 가장 중요한 원형의 하나는, 유교와 도교에 
정신적 원류를 가지는 支那文化와 프로테스탄티즘에 정신적 원류를 가지는 근

대유럽, 그 가운데서도 서유럽과 미합중국에서 꽃을 피운 서양문화의 대조이

다. 거기에는 깊은 인간관의 상이 내지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

면, 유럽사상 프랑스가 점하고 있는 지위는 아시아에서 중국문화의 지위에 대

비되며, 고대 그리스가 점하고 있는 지위는 아시아에서는 고대 인도문화에 의

해 점해져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은 출현하지 아니하 다는 것이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의 열쇠를 찾으려

고 하 다. 서양사의 흐름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문화가 하나의 원류를 이

루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근대문화에의 결정적인 방향 설정이 나타나는

데 대하여 아시아사의 흐름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존재

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법질서의 창조와 법사상의 형성은 어
떠한 기원을 가지며, 무엇에 의해 방향지워졌던 것일까? 고대 이스라엘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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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은, ｢법공동체｣(Rechtsgemeinde)에 있다고 한다.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

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법공동체 그 자체까지도 방향 설정을 

한 ｢契約｣의 특수 이스라엘적 구조 던 것으로 추측된다. 유태교에서는, 구약

성서 전체, 그 가운데서도 모세5書(Pentateuch)를 토오라(torah=法의 書)라고 불

러 왔다. 그들 가운데서, BC 11세기에 쓰여진 ｢契約의 書｣(출애굽기 제20장 

27절부터 33절까지), BC 7세기 말에 나온 ｢申命記｣(제12장부터 26장까지), BC 
6세기 초의 ｢神聖法典｣(레위기 제17장부터 26장까지), BC 5세기 전반의 ｢祭司

法典｣이 그 중핵을 이루고 있다. 이들 고대 이스라엘의 法集成의 역사적 순서

는, 법이 점차로 神學化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倫理的 十戒｣(출애

굽기 제20장 2-7절)도 이와 유사하다. 법의 이스라엘적 형성의 일체의 원천은, 

계약의 이스라엘적 특징에서 유래한다. Weber는, 고대 이스라엘의 계약과 그 

구조적 특질과 관련하여, 그리스의 宗敎連合(Amphiktyonie)과 비교하고, 여호
와契約(Jahwebund)의 수용 및 레위인의 神託의 수용을 핵으로 하는 여호와종

교의 창설을 모세의 공적으로 하고, 계약에는 民의 상호간의 계약(여러 부족의 

연합) 및 民 전체(이스라엘)와 여호와神과의 사이의 쌍무계약이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계약사상의 특질은, 신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계약의 이행 내지 법질서의 실천에 대해서는 신 자신이 이것을 감시

하며, 이스라엘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며, 
화를 입게 한다고 하는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

하여 여호와는 이스라엘 여러 부족연합의 신(軍神)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Weber는, 이러한 계약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계약  개념이 그 자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그 

이유가 있었다. 즉, 오랜 이스라엘의 사회체제는 그 본질적 부분에 이르기까지 

土地所有戰士 여러 氏族과 법적으로 보호받는 客人 여러 部族(遊牧羊者, 商人, 
祭司)과의 계약에 의해 지배되는 속적인 관계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小家畜飼育部族과 定住部族과 같은 이해가 상반되는 집

단이 오리엔트 諸國家라고 하는 공통의 적의 전제적인 지배에 저항하여 가나

안의 토지를 되찾는다고 하는 목표아래, 여호와의 지도 아래 결집하여 하나의 

이스라엘로 된 것(이스라엘誓約共同體의 형성)으로 보고 있다.

Weber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宗敎連合時代에는 국가적인 통일적 관료
기구는 존재하지 아니했고, 고대 오리엔트 世界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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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관료기구나 祭司的 權力秩序도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 다. 이 점은 고

대 이스라엘의 법질서와 법사상의 형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는 것이다.

한편, 국의 역사가 Arnold J. Toynbee도, 한 歷史家의 宗敎觀 (An 

Historian's Approach to Religion, 1956)속에서,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최대의 

문화적 대립은, 하나의 유태적 서구자유주의와 하나의 유태적 서구공산주의 
사이의 그것이 아니라, 한편에 있어서 공산주의, 자유주의,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이들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유태교 자체까지도 포함하는 유태적인 이데

올로기나 종교의 전 집단과, 다른 한편에 있어서 佛陀 이후의 힌두교, 대승불

교, 소승불교와 같은 여러 佛陀的인 哲學, 宗敎의 집단 사이의 그것이다｣고 지

적하고 있다.

4. 저명한 비교법학자 L. Constantinesco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規定的要素

는 연구되어지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의 법의 관념(Auffassung vom 

Recht)과 법의 역할(Rolle des Rechts)인 것처럼 생각된다. 그것은, 그 법질서를 

존립시키고 있는 온갖 요소의 총체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전통사회를 포함한 거시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法系論을 구축할 경우, 양극으로 대치되는 서양문화와 동아시아 법문화를 특
징지어온 법의 관념｣ 내지 ｢법의 역할｣의 기본적인 異同에 관한 해명이 비교

법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서양의 

저마다의 사회에 관하여, ｢정신구조｣와 ｢사회구조｣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제2절 ｢禮에 의한 統治｣와 ｢權利를 위한 鬪爭｣

1. 구석기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까지는, 인류의 생활수단은 오로

지 수렵ㆍ어로ㆍ채집에 의지하고 있었다. 인류의 발생이 약 20만년 전이라 한

다면, 그 이후의 약 1만년 전까지는 수렵ㆍ어로ㆍ채집생활이 계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인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이러한 수

렵ㆍ어로ㆍ채집형의 멘탈리티는, 인류전체에게 있어 거의 동일한 것이었을 것

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 부분에 있는 인류 공통의 기본적



2002. 12.] 동서법문화 369

인 멘탈리티이며, 인류의 상호이해를 가능케 하는 극히 중요한 心層을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1만년 전경부터 구석기시대를 벗어나서 

신석기시대에 접어들면,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변화가 생겼다. 식물재

배→농경과 동물사육→ 유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활수단의 시작이 그것이

다.

고고학자 藤本 强의 石器時代의 世界 (1980)속의 ｢동과 서의 전통｣에 의하
면, ｢전기 구석기시대에는 H. L. 모뷔스가 말하는바와 같이, 동서로 갈라지는 

커다란 2개의 문화권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동서 2대문화

권은 ｢단지 전기 구석기시대만의 현상이 아니고, 그 후의 시대에도 오래동안 

이어져간다. 시대가 새로워짐에 따라, 지방색이 두드러지는 여러 가지 변화는 

있지만, 크게 볼 경우, 동아시아의 전통과 서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의 전통이

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통은 森
林을 보다 유효하게 이용하는 전통이며, 서방의 그것은 草原을 무대로 하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 인류에 공통하는 수렵ㆍ어로

ㆍ채집형 멘탈리티위에 동방의 인간집단에 있어서는 森林型 멘탈리티가, 서방

의 인간집단에서는 草原型 멘탈리티가 저마다 형성되며, 삼림을 육성하는 기

후조건은 농업에 적합하고, 平原的 條件은 유목에 적합했기 때문에, ｢農耕民型 

멘탈리티｣와 ｢遊牧民型 메탈리티｣라고 하는 동서문화의 標識을 형성함에 이르

른 것으로 상정된다.

중국인, 일본인 등으로 대표되는 농경민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自然的 血緣

關係에 의해 이미지하는데 대해서, 히브리인, 아랍인 등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유목민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契約關係로 파악했다. 전자는, 신과 인

간과의 관계를 혈연적인 친자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규범의식이 없는 응석

의 구조가 지배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신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법적으로 생
각하여, 養子關係라고 하는 인위적인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계약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리의식 내지 규범의식을 구성한다.

그런데, 농경은 몬순지역을 중심으로 위되며, 거기에서는 상당규모의 공동

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照葉樹林地帶에 둘러싸인 

중국 중남부의 雲南省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東亞半月弧=서쪽으로는 인도

의 앗삼으로부터 동쪽은 중국의 호남성에 이르는 반달형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형적으로 엿볼 수 있다(中尾佐助, 栽培植物과 農耕의 起源 (1966)).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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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적인 풍토조건 아래 있어서는, 자연을 자연으로서 수용하며, 그것에 의거

하여 생활한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게 된다. 거기에서는, 자연과 대항

하여 독립적인 의지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회를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상도 생기지 아니한다. 그 결과, 개인은 공동체 속에 매몰되

게 된다. 여기에서는, 사회도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농경민의 공동체에 있

어서는, 유목민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契約觀念내지 規範意識은 형성되
기 어렵다. 집단, 협력관계는 저절로 생겨나며, 분쟁은 평화를 교란하는 것으

로서 부정된다. 농경민형의 訴訟觀에 있어서는, 분쟁은 사회의 병리현상이고 

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억제하며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때문에. 전제적 구조를 가지는 권력이 불가결하게 되며, 평화교란자를 교정

하고 배제하기 위해 법의 중심에 刑法이 놓이게 된다. 이러한 농경사회에서는, 

垂直構造가 기본을 이루며, 公法의 계열 내지 律令의 체계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농경형 멘탈리티를 상당히 순수한 형태로 표현한 사상으로는, 老

莊思想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道敎는 중국농민의 정신생활을 크게 지배

해 온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遊牧民의 생활의 본거는, 초원, 특히 step지대 내지 savannah지

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에 대립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유목민은 본래 

고립분산된 생활을 위해 왔기 때문에, 일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요소를 결하
고, 원래 전원일치로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필연성은 전무했기 때문에, 의식

적으로 意思的 集團을 구성하지 않는 한, 집단은 형성되지 않고, 또한 형성되

었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저절로 와해되어 버리는 운명에 있다. ｢아랍의 모

래는 딱딱하여 손으로 잡지 않으면 조각조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따라

서,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意思的 行爲를 매개로 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

는 것｣이라는 의식이 생기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관념 내지 규범의
식이 형성되어진다. 중동의 고원에서 볼 수 있는 遊牧主導型의 사회, 고대 그

리스인의 polis적인 사고는 그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유목민사회에서는, 개

개인의 행동반경은 넓고, 더욱이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충돌의 기회도 자연

히 많아, 분쟁은 일상 흔한 일로 된다. 거기에서는, 분쟁은 오히려 사회적 생

리현상으로 되어, 사회의 평화는 鬪爭을 통해서 실현되게 되어, 그 투쟁을 공

정하게(fair) 행하게 하기 위한 규칙(rule)으로 하게 된다. 유목민형사회의 계약 
내지 법이 그 것이다. 舊約新約聖書, 유럽사상사를 관통하는 社會契約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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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계약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水平構造가 기본을 이루

며, 권력의 구조는 확산적이며 ｢夜警國家｣적인 것으로 되는 경향이 강하게 됨

으로써 원칙상으로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이 우월하게 

되어, 當事者對立構造에 입각한 재판절차가 일반화한다. 한편, 개인의 개인에 

대한 대립ㆍ항쟁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자연히 自力救濟的이 된다. 악

조건의 자연환경아래에서는, 가혹한 자연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것이 되어, 모
든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참다운 존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作爲｣사상을 

낳게 한다. 또한, 유목을 주로 하는 사회에서는, 자기의 동산과 타인의 동산과

의 구별이 극히 엄 하게 행해짐으로써 개개의 동산(가축)에 대한 소유자의식

을 낳게 한다. 유목민형 멘탈리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競技와 法이 접하

게 관련된다. 개인이 1대1로 자기의 正統性을 위해 투쟁하며, 심판인 재판관이 

승패를 판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구조(私法의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유목민형 사회에서는, 사법이 법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유목민형 멘탈

리티 아래에서 형성되는 소송은, 소송까지도 하나의 투쟁으로 본다. 고대 그리

스의 소송관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agon(競技)적 소송관에 의하면, 투쟁

은 ｢사회구성의 원동력｣이며, 투쟁 그 자체는 ｢사회의 생리현상｣인 것으로 긍

정되고 있다. 이 투쟁적 사회관으로 말미암아 규칙(rule)을 준수하는 ｢공정한

(fair) 투쟁｣이라는 관념이 생기게 된다. Jhering이 말하는 ｢權利를 위한 鬪爭｣
(Der Kampf ums Recht)이라는 발상은 바로 이러한 유목민형 메탈리티를 특색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목생활의 특징인 男性優位의 사상은 一神

的ㆍ男性神的 神觀念까지도 형성하여 왔다는 것이다(野田良之).

農耕民型―定着型 멘탈리티는, gemeinschaft적, 村落的, ｢되어지는｣ 社會型

의 멘탈리티이며, 아시아型 專制國家的要素, 아시아型 村落共同體的要素 및 儒

敎ㆍ道敎的 傳統 내지 힌두교=바라문교=佛敎的 傳統을 법문화적요소로서 가지
는 東洋法으로 모습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수되어 왔다고나 할 수 있

을는지. 다른 한편으로, 遊牧民型―非定着型 멘탈리티는 gesellschaft적, 都市

的, ｢만들어지는｣ 社會型의 멘탈리티이며, 희랍=로마적 요소, 게르만적 요소 

및 유태=기독교적 전통을 법문화적 요소로서 가지는 西洋法속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렇다면, 서양과 동양의 경계선은 어디에서 그어져야 할 것인가.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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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자의 경계선은, ｢西를 대표하는 그리스와 東을 대표하는 페르시아가 마

라톤(BC 490)과 살라미스(BC 480)에서 싸운 이후에 생긴 구분｣으로서, ｢과거

의 아시아의 대군주국가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理性의 독립의 요구를 나타내

는 것｣이었으며, 서양을 동양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분리시켜온 것이라 일컬어

진다. 그리스인의 승리는 동방의 전제정치에 대하여 그리스 시민의 자유와 독

립을 수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oynbee에 의하면, 이란으로부터 서쪽의 ｢유
태ㆍ그리스圈｣(西洋法文化圈)과 인도로부터 동쪽인 ｢인도ㆍ佛敎圈｣(東洋法文化

圈)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Toynbee는 舊世界를 2분하여, 이란이서의 지역을 인도이동의 지역과를 대치시

킨다. 이러한 2분법에서는, 그리스와 터어키 사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

었던 경계선이 훨씬 동쪽인 이란과 인도 사이로 고쳐 그려지고 있다. 다시 말

하자면, 문화적 경계선은 전통적인 지리적인 경계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지리적 경계선에 의하면, 동양은 ｢西아시아｣, ｢南아시아｣ 및 ｢東아시아｣로 

대별된다. 이러한 지리적 구분은, 서아시아가 ｢아랍적인 이슬람文化圈｣, 남아

시아가 ｢인도적 힌두文化圈｣, 동아시아가 ｢中國的 儒敎道敎文化圈｣인 것쳐럼, 

종교적 이데올로기적인 구분과 대체로 대응하고 있다(최근, 인도와 중국의 중

간지대에 있는 ASEAN諸國에 미안마를 보탠 ｢東南아시아｣가 독립적인 문화권

으로서 인정되어 가고 있다). 이들 문화권 가운데서, 서아시아文化圈은, ｢一神
敎地帶｣로서, 여타의 多神敎的 아시아文化圈과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

고 있다. 생활양식의 면에서도, 서아시아는 遊牧을 주로 하고 있으며, 農耕을 

중심으로 하는 여타의 아시아문화권과 구별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것과 

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지배적인 종교인 이슬람교는 인도

의 불교, 바라문교, 힌두교나 중국의 유교, 도교 등과는 명확히 구별되며, 코란 

자체가 인정하는 것처럼, 오히려 유태교나 기독교와 같은 유럽적인 일신교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전 2000년경, 3대륙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메소

포타미아지방에 一神敎地帶가 성립하 다. 이스라엘민족의 종교는, 어느 경우

에 있어서나, 神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맺어진 계약 내지 약속을 기초로 하

고 있다. 그것은 ｢타협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神觀이며, 배타적이고 공격적이
며, 동양적 다신교와 인도불교의 神秘的 無神論의 양자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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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컬어진다.

이상과 같이, 한마디로 아시아라 하더라도 서아시아는 일신교지대이고, 이 

지역으로부터 서로 접한 관계가 있는 유태교, 기독교 및 이슬람교가 출현한 

것이다. 그들은 ｢같은 하나의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같은 구약성서｣와 

｢같은 族長｣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같은 족

장인 아브라함의 종교적 세력범위는 3대륙에 걸쳐 있으며, 여기서 한 발자국 
벗어나면, 전혀 별개의 神觀念에 마주치게 된다. 인도의 불교적-바라문교적인 

신관념이 그 하나라 할 수 있다. 전자의 일신교적 人格神信仰과 후자의 다신

교적 無常觀과의 사이에는 인류를 갈라놓고 있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文化的 

國境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슬람교는 서양정신의 하나

이며, 아브라함의 神편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문화적 경계선

에 의하여, 근본적으로는 人格神을 가지지 않는 본래의 아시아에 속하는 다신
교적 문화와 서양의 일신교적 문화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유태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어느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결정

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전제로 되어 있으며, 더구나 서양근대의 경제윤리의 발

전에 있어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Max 

Weber의 世界宗敎의 經濟倫理-序論 (Die Wirtschaftethik der Weltreligionen, 

Einleitunf, 1915)).

4. 법문화에 반 된 종교적․이데올로기적 요인은 법의 관념 내지 역할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지어 ｢법의 관념｣ 내지 ｢법의 

역할｣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비교법학, 특히 法系論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R. David의 ｢西洋法｣(droit occidental)에 관한 제창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는, 
1950년에 比較民事法原論 을 출판하 는데, 그 속에서 대륙법과 미법을 동

일한 法系로 포섭하면서, 그 특색을 R. Jhering이 말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

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極東法의 특색인 ｢禮治主義｣와 대치시켰다. R. David에 

의하면, 대륙법과 미법은 ｢기독교의 도덕적 기초, 자유주의적 데모크라시의 

정치사회원리와 자본주의경제구조에 기초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Max Weber

는, 이들 中近代西洋에 있어서의 가장 운명적인 힘으로서의 ｢近代資本主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종교사회학은, 고금동서의 여러 가지 사회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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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자본주의의 발전을 저지하거나, 혹은 촉진시킨 제요인, 특히 종교의식의 

質의 문제에 관해 전개하고 있다.

David는, 또한 ｢법의 기능｣을 문제삼으면서, 사회에 있어서 법이 수행하는 

기능ㆍ역할이 서양 법문화권과 북동아시아 법문화권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대륙법계이건 미법계임을 가리지 않고 서양 법문화

권에 있어서는, ｢사회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법에 지배되어 있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법치국가(Rechtsstaat)라고 하는 독일적인 이념

이며,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하는 국적인 이념이다. 법은 정의의 심볼

이며, 시민은 법의 우위(supremacy)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 요청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극동에 있어서는, 전통적 철학은 법(the law)이라는 것을 

야만인 을 처단하는 목적에만 유효한 응급수단으로 본다. 공정한 시민은, 법

을 문제삼지 아니한다. 그는, 법에 관심을 기울일 것 없이, 전래의 도덕, 예의
범절과 仁義의 준칙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칙은 그가 어떤 특정

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意識(sense)에 의해 과해진다.｣ 전술한 ｢正義의 

理念을 나타내는 法｣과 ｢가능한 한 쓰여지지 않을 것이 기대되고 있는 法｣이

라고 하는 2종류의 법을 비교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법의 기능에 관한 

이러한 발상의 기본적인 차이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극히 중대한 결과를 야기 

시킨다. 즉, ｢근대의 서양법사상에 기본적인 主觀的 權利(subjective rights)라고 
하는 발상과 客觀的 法― [法準則](règle droit)이라는 관념조차도, 극동에 있어

서는 배척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극동과 아프리카 흑인사회에서는, 原理로서의 法이라는 觀

念을 배척한다｣. 이들 국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일정한 사안에 있어 판결

이 내려지고,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준칙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떤 

해결을 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제재를 과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그러한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해결수단으로 제창될 만한 가치는 없다. ｢분쟁과 범죄라는 것은, 사

회라고 하는 身體 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병리적 형상으로 여겨진다. 

이들 사고는, 사고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권위주의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

지 아니한다. 분쟁이란, 한번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든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조정절차에 의하여 해소되어 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어
떠한 상황에 있어서나 본질적인 것은 ｢조화(harmony)를 회복하는 것｣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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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조화는 우주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자연적 질서에 따라서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바란다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소송이 끝을 맺는 데는, 승자도 패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다. 어떤 해결을 강요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유효하게 기능하는 것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David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극동과 아프리카 흑인사회의 평화와 조화의 이념은, 서양과 
이슬람의 사상을 지배해온 法의 支配의 이념과는 대조적이다. 아프리카와 극

동의 포용적이고 관대한 시각․관점은, 최전면에 개인의 권리ㆍ이익이 아니라, 

양자의 의무와 필요도를 보아, 양자에게 해결을 받아 들어지게 하는 많은 요

인을 고려에 넣는다. 이러한 해결의 장점은, 그 法的  성질에 있는 것이 아니

라, 그 公正한  성질에 있는 것이다. 정의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 충분히, 그

리고 최종적으로 청산되어, 평화와 조화가 회복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紛
爭回避文化).

K. Zweigert도 마찬가지로, 서양세계 전체의 법문화를 특징짓는 樣式形成的 

要素로서 ｢권리를 위한 투쟁｣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양

식형성적 요소는, ｢법의 목적은 평화이고, 그것에 이르기 위한 수단은 투쟁이

다(법을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로 보며, 자기의 권리를 재판을 통하여 쟁취한

다)고 하는 원칙이다. 환언하자면, 자기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자에게 과
해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고, 또한 법의 이념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것이 

Jhering의 명제이다. 우리들의 [서양세계의] 서양적 소송법의 양식을 정하는 원

형이 된 것과 같은, 법에 대한 개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Jhering에게는 분명

히 보편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게, 법이라는 개념에 내재하는 자명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東아시아 法文化圈 속에서는 평화적 사회관이 지배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사회의 이상이기 때문에 사회의 평화를 교란하는 것은 커다란 악이

므로,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은, 이것을 벌하기 위한 刑法에 거의 한정된다. 오

히려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강구되며, 강제조치로서의 법보

다도 사회관계의 윤활유적인 禮가 중시된다. 법이 동원된다는 것은 이미 때를 

놓지는 것이 되며, 따라서 형법도, 가능하다면 없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사회를 위해 필요악 이상의 것이 아니다. 史記, 大史公自序中
의 夫禮禁未然之前, 法施巳然之後 라는 말은 이것을 명언한 것이다. 聖德太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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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七條憲法ㆍ제1조의 以和爲貴, 無作爲宗 도 또한, 이 원리를 말한 것이라 할

것이다｣(野田良之, ｢比較法文化論｣).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서양 법문화권｣에 있어서의 법이라는 관념과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법문화권｣에서의 법의 

관념과는, 180도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善惡, 企業과 個人과 같은 서양적인 

양자택일의 排除의 문화｣와 ｢양극을 함께 활용하며, 함께 나아가는 문화｣(｢장
고의 패러다임｣―李御寧에 의하면, 한국에는 1천년 가까이 쓰여지고 있는 장

고라 불리어지는 악기가 있으며, 그것의 한쪽 면은 두터운 소가죽, 다른 쪽은 

엷은 말가죽으로 되어 있어, 음과 양의 두 가지 소리를 공생시키고 있다. 양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음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둠 속에 

남겨져 있는 것에야말로, 인류를 구제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의 관념｣내지 ｢법의 역할｣의 차이가 생기게 된 원
인은 무엇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제3절 ｢慣習法｣․｢官僚制的法｣․｢法의 支配｣

1. Max Weber는, 근대 유럽문화의 보편사적인 제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어찌하여, ｢다름 아닌 서양이라는 지반에 있어서, 또한 거기

에 있어서만, 보편적인 의의와 타당성을 가지는 듯한 발전경향을 띠는 … 문
화적 제현상이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는가｣이다. 법사회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

이기도 한 Weber는, 서양적 사회와 비서양적 사회와를 대치시켜, 전자를 고도

의 법적 사회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유럽의 근대문화(자본주의

문화)가 어찌하여, 그와 같은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는가, 그 의

미와 인과관련을 알아내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 던 것이다.

Weber에 의하면, 서양적 사회는 ｢자본주의사회｣로서 성격 지울 수 있으며, 
그와 같이 ｢합리화된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법은, 고도로 ｢형식적 합리적｣

(rational)이라는 것이다. 근대사회의 법을 특징짓는 고도의 합리성(계산가능성)

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접한 관계에 있으며,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권리관계 내지 법문화에 특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共同體法理이다. Weber의 이른바 ｢삐에떼트｣(Pietät=응석)가 그 중핵을 

이룬다. Weber에 의하면, ｢親子, 형제자매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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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共同體 (Hausgemeinschaft)는, 순수한 형태로서는, 경제의 면에서나 인간의 

면에서도 안(內)과 바깥(外)이 구별되고 있으며, 바깥에 대해서는 連帶關係

(Solidarität), 안으로 향해서는 일상의 생활수단에 관한 共産主義的인 消費共同

體, 즉 家産共産主義와 같은 속적 운명적인 일체성이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나타나거니와, 그러한 속에서 삐에떼트 가, 그리고 처음부터 그 성원 사이에

서 볼 수 있는 强과 弱, 保護-被保護의 관계와 결합되어, 그 삐에떼트 에 의
해 지탱되어 權威(支配) (Autorität)가 생겨나게 된다｣. ｢세계사에 있어서 家

産制支配 (Patrimonilismus), 이른바 純粹家産制 라는 형태로, 특히 純粹家産

國家 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동방 혹은 고대 아시아에서는 … 그리스나 

로마에 비하여 가족 가운데서 모친의 지위가 높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모

친의 지위가 높았던 것과 같은 아시아에서 … 순수한 형태의 삐에떼트  의식

이 지배하며, 사회를 전면적으로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資本主義의 精神｣이라 불려지는 서양의 근대문화가, 어찌하여, 

다름아닌 근대의 유럽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Weber는, 사회종교학의 관점에서, 근대 유럽문화를 다른 시대 혹은 지

역의 문화와 비교를 시도하 다. 그는, 비교연구의 가장 중요한 元型의 하나로

서, ｢프로테스탄티즘에 정신적 원류를 가지는 근대 유럽문화, 특히 서유럽과 

미합중국에서 꽃핀 문화와, 유교와 도교에 정신적 원류를 가지는 支那文化, 즉 
구 중국의 문화｣와를 대조시키려 하 다. 그는, 이 양자의 사이에 가장 극명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대조를 이른바 원형으로 삼아, 여러 가지 문화의 개성

을 파악하려 하 다.

Weber는, 근대사회의 법을 자본주의사회가 낳은 형식적 합리적인 것으로 특

징지움과 아울러, 그 형식합리성에 역행하는 반형식적 경향에 관해서도 지적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근대적 법발전에 있어서의 반형식적 경향을, 법의 발
전과 더불어 해소 내지 극복되어져야 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는, 

오히려 다종다양한 법문화의 동태를, 그 우열, 開未開가 아닌 고유한 법문화의 

복합적인 共生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파악하려 하 다. 바꾸어 말

하자면, Weber의 사정거리 속에는 비서양사회의 문제가 충분히 의식되고 있었

던 것이다.

Karl Marx의 資本主義的 生産에 선행하는 諸形態 (에 쓰여진 草稿, 
1857-58, 출판 1939)에 의하면, 세계에 있는 共同體는, ① 아시아的(非西洋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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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體, ② 古典古代的(그리스ㆍ로마的) 共同體, 및 ③ 게르만ㆍ슬라브的 共同

體로 분류된다(基本構成體論).

①은, 아프리카, 라틴ㆍ아메리카까지도 포함하며, 非西洋的이라는 의미로 쓰

여지고 있다. 거기에서는, 본래의 아시아적 공동체가 완고하게 남아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한다. 이른바 ｢停滯社會論｣이 그것이다. 종래의 통설적 견해를 

대표하는 ｢정체사회론｣에 의하면, 중국문명의 기본구조는, ｢國家-村落共同體｣
의 二重構造에 의해 파악될 수 있으며, 촌락공동체로부터의 개인(小農民)의 해

방 내지 私的 所有의 결여를 중국사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비역사적 성격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전후의 중국사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논저, 예컨대 

중국의 사회구조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아시아적 생산양식도, 소유의 제일

의 형태, 토지 및 노동의 種族共同體的所有를 전제로 하는 國家的 所有形態로 

파악하는 Ferene Tokei의 아시아的 生産樣式 (Zur Frage der asiatischen 
Produktionsweise, 1969)는, 동양적 전제주의, 그것을 기초지우는 아시아적생산

양식의 테두리안에 있어서도, 특수중국적인 사적 소유의 발전이 있었음을 논

증하고, E. Balazs의 中國文明과 官僚制 (La bureaucratie celeste)(Chinese 

civilizasion and bureaucracy, 1964)는, 중국문명의 기본구조를 村落共同體를 토

대로 하는 관료제지배(恒久的官僚支配)로 특징지움과 동시에 官人制 내부에 있

어서도 농민혁명이 발생하고, 체제화한 유교이데올로기와 촌락공동체에 뿌리박
힌 도교와의 긴장관계가 증대하여, 天은 덕이 높은 자를 天子로 하여 萬人을 

다스리게 하고, 그 姓(家)에 不德한 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다른 성의 자로 바

꾼다고 하는 支那고유의 정치사상(易姓革命)이 형성되어왔다는 것이다(小林多

加士). 문제는, 이러한 아시아的 村落共同體가 어떠한 형태로, 어찌하여 남게 

되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유럽의 중세에는, ｢국왕일지라도 침범할 수 없는 법이 존재하며, 그것은 국
가구성원 각자의 不可讓의 (다수결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의 집적

과 동일하다고 하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대하여 아시아 가운데서도 중

국에서는, 옛부터 관료를 수족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이고 전제적인 지배체제(국

가)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의 우위적인 관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Marx의 이른바 ｢아시아的 生産樣式｣에 의해서도 시사되는 것과 같이, ｢아시

아的 共同體｣에는 한쪽 끝에 東洋的 專制國家가 존재하고, 다른 쪽 끝에는 전
제군주에 대하여 貢納과 군사의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地緣, 血緣, 同業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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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의해 결합되며 王候의 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립하며, 폭넓은 

자치가 허용된 촌락공동체(소농민)가 존재한다. 거기에서는 전제군주로부터의 

｢指令｣이 강제됨과 아울러 그것과는 구별된 固有法的 성격을 가지는 ｢共同體

法｣이 적용된다고 하는, 일견 모순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법에 

의해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적 분쟁까지도 ｢官의 심판｣(淸나라시

대의 예를 들자면, 말단의 知州知縣(明ㆍ淸시대의 州, 그 아래 있는 縣의 행정
장관)은 ｢聽訟｣절차에 의하여 경미한 형사사건과 민사분쟁의 처리를 맡고 있

었다.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는 한, 상급기관은 이에 관여하는 일이 없었으므

로, ｢州縣自理의 案件｣이라 불리웠다)을 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아

시아的 공동체에 있어서의 전제군주국가와 생산기반으로서의 촌락공동체와의 

사이에는, 유럽중세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촌락공동체에 대한 직접의 

지배자인 領主層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원자적 개인과 유기적 국
가를 매개하는 中間的 社會의 부존재) 촌락공동체의 자치가 유럽중세의 경우

보다 두드러지게 강하게 잔존하는 결과가 된 것으로 일컬어진다. 거기에서는, 

유럽중세에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領主와 領民, 주와 국왕간의 쌍무적 계

약관계(封建契約的慣行)는 형성되지 아니했고, 市場原理가 기능하는 역이 한

정되게 된다(예컨대, 중세 이후의 일본의 촌락공동체는 자립적 경 자의 연합

체 내지 통일체, 즉 自立的 經營者에 대한 전체적 규제가 강한 공동체라 일컬
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는 도저히 생겨날 수 없었던 자본주의라고 불리워지는 

유럽의 근대문화가 어찌하여 다름 아닌 근대의 유럽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을까. 서양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문화가 하나의 원류가 되어, 그것으로

부터 근대문화에의 결정적인 방향설정이 이루어진다. 아시아의 역사에서는, 이

스라엘의 역할을 행할 것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Weber는 보고 있다. 그는 거기
에 하나의 열쇠를 찾으려 했으며, 종교사회학의 방법을 써서 프로테스탄티즘

에 정신적 원류를 가지는 근대유럽문화와 유교와 도교에 정신적 원류를 가진 

支那文化와를 대조함으로써 그 해결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프로테스탄티

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 儒敎와 道敎 의 최후의 장 ｢유교와 퓨리타니

즘｣ 등은 그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다(大塚).

2. 종래, 법사회학에서 일컫는 ｢國家法｣ 대 ｢살아있는 法｣이라고 하는 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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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널리 쓰여왔지만, 그것으로는 반드시 근대서양법의 특질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종래의 

유형모델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모델이 유용할 것인가.

Roberto M. Unger는, 사회이론의 비판을 위해 쓰여진 近代社會에 있어서의 

法 (1976)이라는 제목의 모노그래프 속에서, 아시아적 공동체에 존재하는 慣習

的村落共同體法까지도 그 대상 역으로 포함시켜, 로벌한 시각에서 ① ｢慣

習的ㆍ相互作用的 法｣(customary or interactional law), ② ｢官僚制的ㆍ規制的 

法｣(bureaucratic or regulatory law), 및 ③ ｢法秩序ㆍ法시스템｣(legal order or 

legal system) 내지 ｢法의 支配｣(rule of law)라고 하는 3종류의 개념을 역사적

으로 추출하 다. 그는 이 3종류의 법개념을, ｢法과 發展｣운동이 그들의 이론

적 전제로 한 것처럼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단순히 발전단계적으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操作槪念으로서 정립한다. 그는,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이슬람, 인도, 중국, 혹은 부족사회까지도 사정범위에 끌어들여, 시

대를 초월한 여러 가지 체제 아래에 있어서의 법의 전체질서를 분석하려 하

다. 이러한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서양의 근대사회가 형성하여 온 법질

서ㆍ법시스템이 상대화되어, 전통사회의 법으로부터 근대사회의 법에로 진화한 

것으로 설정한 단선적 사회진화론으로부터 빠져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Unger는, 법에 관한 3가지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이라 
함은, ｢최광의로는, 개인 내지 제집단에게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양

식(mode)이며, 그러한 상호작용의 양식이 이행되어져야 할 행위의 상호적 기

대를 낳게 하는 것을 제집단과 제개인이 많든 적든 간에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을 수반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관습적 법 내지 상호작용적 법이라 부른다. 

상호작용으로서의 법의 개념에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각각이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관념의 어떤 측면과 부합된다. 하나의 요소는, 행동에 있어서의 사
실상의 반복계속성이다. 다른 하나의 차원은, 규범적인 것이다. 즉, 권리의무

(obligation and entitlement)라는 감각, 혹은 확립된 행동양식을 사회 및 세상일

반에서의 권리질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그 것이다. 관습법에게 있어서는, 사

실 어떤 것이 행해지는가 라는 쟁점은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

는 문제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 준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준칙 그 

자체를 수정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이 모든 행위는, 이중생활을 보낸다. 즉, 행
위는 관습이 정의되는 사회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과 동시에 관습과의 일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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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반을 구성한다. 따라서, 준칙을 가린다는 것과 준칙 아래에서 판결을 내

린다는 것과의 구별은 관습과 의무 사이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관습법의 세계

에서는 불명확한 채로 있다. … 상호작용으로서의 법은, 공권적이지도 않고 명

확하지도 않다. 이러한 비공권적 성질은 여타의 사회집단으로부터 격리된 중

앙집권국가를 연상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전체에 공통적임을 의미한다. 그

것은 수용된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모든 전달과 교환은 그것을 바탕으
로 하여 행해진다. 관습에는 명확성이라는 속성도 결한다. 즉, 그것은 정식화

된 준칙이라기보다는 행동에 관한 묵시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기준

은 고도로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위에 있는 개인이 특

정한 상황에 있어서 상이한 지위 내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 어

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가이드라인이다. … 관습

은 표시적이라기보다는 언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법에 관한 제2의 개념은, ｢관료적 내지 규제적인 법이다. 그것은 공권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관습적인 법과 구별된다. 관료제적 법은 식별가능한 국가에 

의해 제정되며 강제되는 명확한 준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 규제적 법은 사

회생활의 보편적 특징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가 확립되고, 행위

기준이 많든 적든 사람과 행동의 일반적인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명시적인 명

령, 금지 혹은 허가라고 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 한정된다. 관료제적인 법의 
도래에 의하여 관습과 의무 혹은 규칙제정과 규칙적용의 구별이 비로소 의미

있는 것으로 되었다. … 이러한 유형의 법을 관료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이 특히 중앙집권화된 통치자와 전문화된 관료의 역에 속한다는 점에 있

다. 그것은 사회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기보다도 오히려 국가에 

의해 숙려 끝에 과해진 법이다. 관료제의 개념은, 이 정의에 있어서는, 가장 

넓게 법을 만들고 그 것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

다. … 관료제적 규제는, 규제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종류의 

법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패탄은 관료제적 法典을 낳게 하며, 사

회의 근대 이전에 보여지는 가장 명확한 예이다. 고대의 대제국에서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이들 제국에 있어서의 행정규제는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제한되

었다. 한편으로는 관습이 있어, 그것이 일상생활의 많은 것을 줄곧 지배하

다. 관습적 기준은 국가법에 향을 미치거나, 또는 향을 받는 데도 불구하

고, 그 자체의 아이덴디티와 慣性을 계속 보유하 다. 다른 한편으로,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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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祭團의 지배아래에 있는 宗敎法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

스러운 법은, 주권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신

학적 규율에 의해 형성되었다. … 이슬람法이 관습, 주권자의 자유재량 및 종

교법의 역을 구별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종교법 즉 가아디스에 의해 

적용되는 샤리-아는 군주(siyasa)의 행정재량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힌두법의 

종교법(dharmasastra)은 군주의 명령(ordinance-ksatra)을 발하는 권한을 제한해 
왔다. 상이한 방식으로, 로마의 시민법은 그 아이덴디티를 먼저 大神官의 권위

로부터 자기해방시키고, 다음으로 그 권위에 대체함으로써 획득하 다. 帝國 

후기에는, 嚴格法(시민법)과 행정재량 사이에 이제까지 없었던 커다란 격차가 

생겨났다. 이들 두드러진 차이에는 성직자집단, 정부의 권위 그리고 상인집단 

사이의 대립이 반 되고 있다. … 한편의 관습과 성직자법, 다른 한편의 관료

제적 규제는 사회적 세계를 2분하 다. 즉, 그 하나는, 많든 적든, 군주의 명령
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다른 부분은 군주의 거의 무제한의 재량의 지배 아래 

있다. 그 결과, 한편에 성직자법(종교법)이 관료제적 준칙에 우월하는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하나의 제국, 즉 종교적 규율에 

관한 중요한 法典이 일찍이 정부의 규제를 회피할 수가 없었던 支那帝國이 있

다. 서양에서는 神의 법과 군주의 재량과의 사이에 독특한 균형이 발전하여 

법관념과 법제도의 역사에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법의 개념에는, 제3의 보다 좁은 개념이 있다. ｢온갖 모든 사회에 공통적이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극히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만 나타나서 생존해 

온 법개념이 존재한다. 법질서 내지 법제도라 불리워지는 것이 그것이다. 법질

서로서의 법은, 공권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율적이기도 하다. 

… 자율은 실체적, 제도적, 방법적 및 직업적 국면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 의

해 定式化되고 강제되는 법준칙이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혹은 종

교적인 것이든간에, 非法的인 신념 또는 규범의 식별가능한 경향을 단순히 再

述한것으로서 설득력있게 분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은 실체적인 의미에서 

자율적이라 할 수 있다. 보다 특정지워 말하자면, 자율적인 법제도는 특정의 

神學을 法典化한 것이 아니다. 법제도는 세속적인 법준칙이며, 인간의 신에 대

한 관계를 좌우할 규율 및 사회관계에 관한 어떠한 종교로부터도 독립하여 존

재한다. 법은 그 법준칙이 재판을 그 주된 임무로 하는 특정의 기관에 의해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자율적이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의 구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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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그 자체속에 입법, 행정 및 사법을 대립시킴으로써 보완되고 있다. 이들 

특정화된 기관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이 다른 학문분야 혹은 실무관행

에서 쓰이고 있는 정당화의 종류와 다를 경우에는, 법은 방법론적 레벨에서 

자율적이다. 이것은 법적 추론(legal reasoning)이 법을 과학적 설명과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강연과 구별하는 방법 또는 양식(style)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끝으로, 법질서는 직업적 자치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 활동, 특권, 및 
훈련에 의해 정의지워지는 특별한 집단, 즉 法曹는 법준칙을 조작하며, 법기관

에게 인재를 배치하고 법적 논의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다. … 실체적, 제도적, 

방법적 및 직업적 자치는 상호의존적이기도 하다.

이상이 Unger가 말하는 법에 관한 3가지 개념이다. Philippe Nonet & Philip 

Selznick의 法과 社會의 變動理論 (Law and Society in Transition: Toward 

Responsive Law (1978))도, 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형태 내지 기본상태를, (1) 
억압적 권력의 使者로서의 법(抑壓的 法=repressive law), (2) 억압을 길들이고 

자기 자신의 완전한 상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분화된 제도로서의 법(自立的 

法=autonomous law), 그리고 (3) 사회적 필요나 바람에 대한 응답을 용이하게 

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법(應答的 法=responsive law)이라는 3가지로 구별한다

(六本佳平의 번역본에 의함. 이하 동일).

먼저, 억압적 법은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인 형태를 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1) 법의 제제도는 정치권력에 의해 직접 좌우할 수 있다

(accessible). 법은 국가와 동일시되며 ｢國家理性｣에 종속된다. (2) 권위가 손상

된다고 하는 것이 법적 공무담당자층의 제1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관리적인 

사고방식｣(official perspective)이 생겨나게 되며, 거기에서는 의문스러운 경우

에는 시스템에 유리하게 다루어지며 행정상의 편의가 중시된다. (3) 전문적 통

제기구 … 예컨대 경찰 등 … 가 독립적인 권력거점이 된다. 이러한 거점은 
溫和化作用을 가지는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며,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4) ｢二元的 法｣(dual law)의 체제 아래에서 사회

적 종속의 제관계가 강화되고 정당화됨으로써 階級的正義가 제도화된다. (5) 

형사법전은 지배적인 습속(mores)을 직접 반 하며 法道德主義가 지배한다.

다음으로, 자율적인 법의 주된 속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법

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특히 사법의 독립이 천명되며, 입법기능과 행정
기능과의 사이에 명확한 일선이 그어진다. (2) 법질서는 ｢準則모델｣(mod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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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을 신봉한다. 준칙에 초점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공무담당자의 答責性

(accountability)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그것은 법의 제 

제도에 창조성을, 그리고 정치의 역을 침범할 위험에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3) ｢법의 핵심은 절차에 있다｣. 실질적 정의가 아니라 규칙성(regularity)과 공

정성이 법질서의 제1의 목적이고 주요한 능력이다. (4) ｢법에 대한 충실 

(fidelity to law)｣은 실정법의 제준칙의 엄격한 준수로서 이해된다. 현행법에 
대한 비판은 정치과정이라는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의 응답적 법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해진다. (1) 법발전

의 역학으로 인하여 법적 추론에 있어서 목적이라는 권위가 고양되어지다. (2) 

목적은 법적 의무라는 것을 보다 문제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법에 

대한 복종요구를 완화하여, 보다 완만하고도 시민적인(civil) 공질서라는 관념

의 가능성을 열게 한다. (3) 법이 개방성과 유연성을 획득함에 따라 법적 변호
는 정치적 차원을 지니게 되며, 그 결과 법의 제제도의 수정이나 변경을 촉구

함과 동시에, 제도적 완결성을 파헤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힘을 낳게 한다. 

(4) 끝으로, 응답적 법에 관한 문제 가운데서 가장 곤란한 것을 들어보기로 한

다. 즉,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아래에서 법적 목적의 권위와 법질서의 완결성과

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떤가는 보다 능력 있는 법의 제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이 Nonet & Selznick의 법에 관한 3가지 유형이다. 다음절에서는 Unger

가 말하는 ｢官僚制的 法｣과 ｢法의 支配｣, 그리고 Nonet & Selznick가 말하는  

｢抑壓的 法｣과 ｢自律的 法｣이라고 하는 종래의 2가지 유형을 모델로 하여 支

那法文化와 서양법문화의 비교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제4절 中國法文化와 西洋法文化

1. Weber는 ｢유교와 도교｣의 결론부분인 ｢유교와 퓨리타니즘｣에서, 유교는 

독자적인 합리주의적 생활태도를 가진 관료층의 신분적 윤리(Standesethick)이

라고 하며, 유교는 교양인인 관료, 지배층에 결부되어 있었는데 대하여, 도교

는 일반의 근로민중에 결부되어 있었음을 지적한 다음, 유교적 합리주의와 프

로테스탄티즘적 합리주의를 대비함으로써 유교적 합리주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 하 다(大塚久雄, 社會科學의 方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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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기원전 5세기로부터 기원전 3세기에 걸쳐 춘추시대 말기로부터 

전국시대라고 하는 대전환기에 ｢官僚制的인 法｣이 형성된다. 이에 대하여, 유

럽중세에 있어서, 일종의 ｢권리의식｣내지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이념이 

형성되어진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토양이 전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존

재하지 아니하 다. 이러한 상태는 기원전 4ㆍ3세기의 전국시대 이래로 1911

년의 청조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그 여파는 오늘에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법과 서양법은 대극적 위치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지나문화권에 있어서는, 법은 사회통제의 제2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제

1차적으로는 ｢禮｣(rites), 즉 사물의 자연적 질서와 조화되는 행동을 개인에게 

명하는 규범이 사회질서의 기초를 이루어온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렇다면, 중

국법문화권에서는, ｢법｣의 관념 내지 역할은 어떻게 파악되어 왔던 것인가?  
｢法｣이라는 자의 어원은 ｢ (fǎ)｣이라고 하며, ｢넘쳐나는 행위를 억제하는 

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인 듯 하다. 삼수변은 물(水), ｢치｣(廌)는 머리

가 사슴이고 다리는 말이라고 하는 희귀한 짐승, 거(去)는 도망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는 데서, 이들을 합쳐 하나의 말로 하면, 대단히 희귀한 짐승을 궁중의 

정원에 방목하면서도, 그 둘레에 물을 둘러쌓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유력설(藤堂明保)인 듯 하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있어서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어떤 틀을 만든다, 넘쳐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틀어박는 틀｣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어온 것 같다. 환언하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틀｣내지 ｢테두리짜

기｣를 의미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정의, 공정성, 권리 등과 같은 발상은 

애당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듯 하다. 그 결과, 국가(나랏님)에 의지하고, 

국가(나랏님)에 매달려 자기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한다고 하는 행동을 지탱하
는 의식이 생겨나게 된다(권력의존의식).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틀이라고 

하는 발상은 중국과 그 향을 받은 한국, 대만, 일본 등의 법문화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野村浩一).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도대체 누구가 틀을 만드는가 라는 문제이다. 

4000여 년에 이르는 역사적 전통을 가지는 중국은 夏王朝이래로, 殷(商), 西周, 

春秋, 戰國, 秦, 漢, 三國, 晋, 南北朝, 隋, 五代, 宋, 元, 明, 淸, 中華民國으로 
이어지지만, 1911년의 辛亥革命까지는 기본적으로 古代法을 계수해 왔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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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춘추말기로부터 전국시대에 걸쳐 고전사상이 개화하여, 이른바 ｢諸子

百家의 時代｣를 맞이한다. 중국의 사회는 옛부터 전형적인 緣分社會 다. 그것

은 굳건한 緣分의 그물(net)에 의해 짜여져 있으며, 행정관도 사법관도 연분의 

유무에 의해 법의 적용을 바꾸어왔다. 따라서, 法典을 아무리 편찬하더라도 그 

실체는 연분사회원리에 의해 환골탈태되었다.

춘추말기의 孔子(552 B.C-179 B.C)는 사회질서의 기초를 ｢仁｣과 ｢禮｣에 두
고, ｢政을 행함에 있어 德을 가지고 하면, 예컨대 北辰이 그곳에 있어, 衆星이 

이를 회전하는 것과 같다｣(論語ㆍ第二爲政編 1), ｢禮는 和를 이루는 것을 귀히 

여긴다｣(論語 第一學而編 12)(禮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화가 중요하며, 조화

야말로 예를 실현하는 수단이다)고 하면서, 덕치주의를 논하고, ｢仁政｣, ｢禮治｣

를 표방함으로써 정치와 윤리도덕을 관련시키려고 하 다(禮의 法에 대한 優

越). Weber에 의하면, 유교라 함은 서적적 교양이 높고, 독자적인 합리주의적 
생활태도를 가지는 관료층의 신분적 윤리(Standesethik)이다. 그의 학파는 儒家

라 불리워, 전국시대에 性善說을 주장한 ｢孟子｣와 性惡說을 주장한 ｢荀子｣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어 간다. 荀子는 禮의 우위를 주장하면서도, 법의 역할을 

승인하는 현실적 입장을 취한 점이 주목된다. 유가의 법사상에 의하면, 법은 

형법이며 그것은 형벌의 위협에 의하여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유교는 교양인인 관료, 지배층과 결부된다.
이에 대하여, 도교는 농민을 핵으로 하는 일반의 근로대중과 결부되어 있었

다. 老子ㆍ莊子의 설을 신봉하는 道家는 유교의 사상을 인위적인 쓸모 없는 

예의를 논하는 것으로서 배척하고, 無爲自然을 논하 다. 이 老莊思想은 주술, 

미신과 같은 비합리주의ㆍ원시종교적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중국思想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도교는 중국 농민의 정신생활을 크게 지배하고 있

으며, 유교 이상으로 민중의 마음에 광범하게, 더구나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었
다. 林語堂의 말에 의하면, ｢중국인은 교양(culture)으로 인한 유교의 무리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천성(nature)으로 인한 도교의 무리인 것이다｣. Weber는, 이

러한 종교적 2중 구조 속에서 유교를 ｢正統｣(Orthodoxie)라 하고, 도교를 ｢異

端｣(Heterodoxie)이라 부르고 있다. 유교의 성악설을 더욱 발전시켜, 독자적인 

학파를 만들어 낸 것이 法家이다. 법가는 인간의 본성이 악인 이상, 인간관계

의 기본에 있는 것은 功利인 것이며, 君臣, 父子, 夫婦 등 성악설이 중시하는 
것은 공리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하히 군주의 권위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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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관하여 논한다. 商鞅, 韓非 등에 의해 대표되는 法家의 思想은, 군주

의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행하고 법에 의해 천하를 다스리기 위하여 

실정법질서의 수립을 지향한다. 이 법가의 학설은 商君書 , 韓非子  등에 대

표되며, 秦帝國 경 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거기서 생각되고 있었던 일종의 

틀로서의 법은 성악설을 전제로 하며, 군주권력의 강제에 의해 정치를 행해 

나간다고 하는 신상필벌주의를 대전제로 한 것으로 일컬어진다. ｢법가의 사상
의 집대성자인 韓非의 법에 대한 자리 매김은, 법의 강제적 계기를 극단으로

까지 추궁하는 것이며, 또한 법의 세계로부터 仁이나 義, 惠 등과 같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배제하려고 한 점에서도 法實證主義를 방불케 한다. 또한, 성문

법규에 의한 획일성, 常軌性, 예견가능성을 강조한 점에서도 전형적인 법실증

주의자 다. 그러나 한비자가 상정하는 법의 범위는 극히 좁고, 형벌로서의 

법, 관료제적 업무의 준칙으로서의 법, 관리등용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법, 토
지정책, 경제정책, 치안정책 등과 같은 국가의 정책이라는 의미에서의 법, 그 

가운데서도 빈도라는 점에서는 군주에 의한 신하의 통제라는 문맥에서 가장 

많이 법이 언급되고 있으며, 법을 강제적 규범으로서 파악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 사회내부에 있어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여하히 규율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부터의 법에의 접근은 전혀 엿볼 수 없다｣(小口彦太). 司馬遷은 ｢법령

이란 다스림의 도구이다｣고 갈파한바 있지만, 律令 등 실제로 존재했던 성문
법의 내용은 형벌법과 행정법적 규제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이 유교는 중국사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과 상호보완적으로 결부

된 도가의 철학 내지 도교가 중국사람의 사유에 뿌리깊게 파고 들어가 있고, 

불교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또한 다름 아닌 법가사상도 줄곧 명맥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오랜 역
사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유교, 도교 및 불교는 종종 융합되어 중국사람의 사

상을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國制의 정비나 개혁을 필요로 할 때에는 법치

주의사상이 언제나 되살아났다고 하는 쪽이 진실에 보다 가깝다고 할 것이다

(大木雅夫). 혹은 또한, 중국을 유학(理, 含意), 도교(情, 放任), 법가(法, 强制)

라고 하는 세 가지 사상의 도가니로 보고, 중국사람의 ｢禮法竝行｣이라고 하는 

다원적 사고방법을 논하는 것이 적절할는지 모른다(李衛東).
그러나, 유가와 법가는 법에 관념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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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다. 그것은 상벌에 의해 담보된 ｢권력의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

지고 있었다. 중국에 있어서는 법의 평가에 관한 논쟁은 있지만 법의 관념에 

관한 논쟁은 없다. 말하자면, 법은 수치를 모르고, 자율적으로 예의를 준수할 

능력이 없는 小人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규범과 강제규범의 체계로서 관념지어

져 있었다고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長尾龍一).

2. 이와 같이 생각할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대만, 일본 등을 포

함하는 동아시아 법문화권에 있어서의 법이라고 하는 관념은,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틀｣을 의미하며, 전제군주ㆍ황제에 의하여 민중에게 강제된다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황제의 

의사를 유일한 원천으로 하여 관료를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관료제적

인 법인 것이며, 오늘날의 대략 ｢형법｣, 관료제적 통치기구에 관한 조직법, 행
정적 집무준칙, 그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적 규제｣에 해당한

다고 이해되어 왔다. 더구나, 그러한 공법적 색체가 강한 법이 역사상 오래 춘

추전국시대 이래로 고도의 발전을 이룩해 왔다는 점에서, 세계사상 그 예를 

볼 수 없다고 일컬어질 정도이다. 더구나, 서양문화권에 있어서는, 私法이 법

의 중핵을 이루고 있었는데 대하여 중국에서는 자기의 전통으로부터 사법체계

를 만들어 내는 일은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秦ㆍ漢帝國시대로부터 현대중국
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엿볼 수 있다. 특히 秦은 법가의 사상을 채용함으로

써 엄격법에 따른 가혹한 정치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 

있어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두드러진 우월성에로 귀착해간다. 이 점

과 관련하여 중국에 있어서의 ｢법｣은 서양에서와 같이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法曹에 의해 형성된 판례 내지 학설이라는 

형태를 취함이 없이 국가권력의 제정에 의한 성문법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나

타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다음 시대인 漢의 高祖(劉邦)는 중국법의 정신을 상징하는 典

故 ｢法三章｣울 발하여 법가와는 반대로 유가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즉, 당시

의 유학자의 ｢以禮入法｣이라 부르는 법해석 운동에 의하여 互酬秩序 및 儀禮

秩序 속에도 짜여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禮法竝行｣이라는 2원적 체제가 그 

뒤 약 2000년에 걸쳐 유지되어간다. 漢의 武帝 이후로 중국왕조 속에서 유교
는 오랜 세월에 걸쳐 중국의 공인된 교학의 지위를 점하며, 법가는 비판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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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걷게 되지만, 전제군주체제는 그 뒤에도 일관하여 계속되게 된다. 그 

한도에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틀｣로서(｢형법｣, ｢행정적 규제｣로

서) 성격지운다고 하는 기본적 발상은 그 뒤로도 달라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고대(특히 漢代)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한 형법체계가 이미 존재

하고 있었으며, 唐代에는 律(형법)ㆍ令(행정법)ㆍ格(율령의 보충명령의 집성)ㆍ

式(시행세칙) 등의 법이 정비되고, 더 내려와서 淸代에는 ｢大淸律例｣라 불리우
는 형법전(기본적 조문인 ｢律｣과 律을 보완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수정하는 

성격을 가지는 ｢條例｣로 이루어진다)이 제정되어, 2000년의 帝政中國을 통하여 

그것을 완성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경우, 입법기술로는 효력을 상실한 死

文을 삭제하지 않고, 보충법을 새로이 제정한다고 하는 형식을 밟은 점이 주

목된다.

唐의 律令制에 있어서의 형벌체계(笞, 杖, 徒, 流, 死) 가운데서 徒이상의 형
벌이 과해지는 중죄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의 명문의 규정에 의거해야 하는 것

으로 되어 있었으며, 處斷刑 그 자체도 법률의 문언으로부터 끌어내는 것과 

같은 짜임새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調停的인 ｢聽訟｣절차에 의한 知州 

내지 知縣(지방장관)의 심리에 맡겨져 있던 州縣自理의 안건(경죄사건과 민사

분쟁사건)은, 중국류의 정의ㆍ형평의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實定性을 지니

지 않는 ｢情理｣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다. 이 청송절차는 절차적 수단을 다 하
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서 아무도 다투지 않게 됨으로써 끝

나게 된다고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당해 쟁송의 진정이 목적이지, 쟁송

을 통해 무엇이 법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납득이 가는 해결

이므로 여기에서도 판정이라고 하는 계기를 결하고 있었다｣(滋賀).

이러한 당의 율령제도는 조선의 高麗律, 베트남의 李大尊明道 元年의 ｢刑法｣, 

陣大尊建中 6년의 ｢國朝新律｣ 등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의 고대국가도 
大化改新을 통해 隋ㆍ唐으로부터 律令法을 계수하고(律令國家의 형성), 701년에

는 大寶律令을 완성함에 이르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내려온 나랏님의 것이라고 하는 발상은 고대의 律令法의 계수에서 비롯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의 이른바 ｢行政指導｣ 등도 그 향을 

받은 중국적 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는지.

현대중국은 이들 고대법을 기본적으로 이어 받고 있으며, 이들에 공통되는 
특징과 전통을 지금도 아직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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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법은 ｢계급통치의 도구, 사회관리의 수단｣이며, ｢사회개혁을 추진하

는 도구｣로 생각되고, ｢국가권력과 그 통치행위를 기속하는 법을 가지지 아니

하며, 私法의 행정으로부터의 미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중국사회｣를 기본

적으로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군주 내지 행정이 사법에 관여｣해 왔다. 淸

代의 예를 들자면, 말단의 州ㆍ縣 차원에서 심리되어 있던 徒 이상의 형을 과

할 필요가 없는 형사안건과 민사적 분쟁도 판결ㆍ집행을 기초로 하는 서양법

적인 의미에서의 司法으로 되어, 행정적인 경찰권을 발동해서 행하는 糾問的

ㆍ調停的 裁判이었다. 그 결과, ｢형법, 행정법 및 소송법｣이 중시되어진다. 중

국에 있어서의 재판은, 理ㆍ情을 근거로 하며, 법령 및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실(理)과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의 타당성(情)과의 사이에 균형을 보지하는 

營爲로서 파악되며, 재판과 법령(예컨대 大淸律例)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다

(高見澤磨). 그 때문에 조정적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두드러지게 괴리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 법의 내용에는, ｢유교의 윤리관념｣이 관철되어 있었다

(王叔文 現代中國法槪論 ). 다른 한편으로, 오늘의 중국에 있어서도 ｢村民自治

｣라는 정치적 실천과 관련하여 민중의 대등적 참가, 반복적 토의, 자발적 승인

에 바탕을 두고 체결된 ｢鄕規民約｣이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민이 관료제를 매개로 하여 국가권력과 마주 대했을 

경우, 통치행위에 의하여 권리 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인민이 그 시정ㆍ구
제를 구하여 국가를 소추한다는 것(｢民告官｣, ｢私告官｣)은 허용되지 아니하

다. 官府無錯(나랏님에겐 잘못이란 있을 수 없다), 官官相護(관청ㆍ관리끼리의 

보아주기)와 같은 정치의식ㆍ법의식의 존재가 民告官을 방해해온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本間正道 現代中國의 法과 民主主義 (199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락공동체에서는 지연, 혈연, 동업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의존의 지속적 관계가 끊임없이 형성되고, 그 축적에 의하여 그물
모양의 互酬的 社會構造가 축조되어 오고 있다.

3.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법문화권이 기본적으로는 형법의 우월성

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 정의 내지 법적 공정이라고 하

는 관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는 것일까. 법의 옛말이 뿌리가 

하나인 짐승에 의한 是非曲直의 판정=神判으로서, 이른바 ｢악어의 심판｣과 마
찬가지로 초월적 제3자에 의한 공평한 판가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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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념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小口).

서양법에서는, 독일어의 Gesetz와 구별된 Recht, 프랑스어의 loi와 구별된 

droit, 어의 a law or laws와 구별된 관사가 붙지 않은 law 또는 the law라고 

하는 문언 속에 구체적인 ｢법률｣과 구별되어진 ｢법｣, 법칙, 자연법(則), 추상적 

규범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Recht 내지 droit의 경우에는 정의, 공정, 권

리와 같은 ｢올바름의 관념｣이 의미로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
양에서는 법을 신성시하고, 법과 정의를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

향이 두드러진다. 이에 대하여 동아시아법에서는 ｢법률｣내지 ｢법｣이라는 문언

과 정의, 공정, 권리라고 하는 문언과를 결부시키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법의 전통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Gesetz 

내지 loi는 이해하기 쉽지만, Recht 내지 droit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더구나, 서양에서는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법에 봉사하는 인

간 즉 ｢法의 使徒｣라고도 할 법조신분 내지 법률가계급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동아시아 가운데서도 전통 중국에서는 법의 해석에 종사하는 독자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法曹 내지 그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법률가는 존재하지 않

고, 법의 담당자는 곧 권력의 담당자 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에 의하여, 어찌

하여 중국에 있어서 ｢법학｣이 발달하지 못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법률에 관한 학문을 ｢律學｣이라 부르며, 그것이 오히려 통칭이었

다. 그것은 帝制 전반기에 있어서 다분히 중시되어, 唐律과 같은 체계화된 형

법전을 편찬하는 원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지 

못하 다. ｢ 律 이라는 자에는 階梯 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며, 음악에서는 

음계를 의미하고, 형의 오르내림의 階梯라는데서 또한 법률이라는 의미도 된

다. 서양에서는 법이라는 것은 올바름 이며, 법학이라 함은 올바름에 관한 
학문 이었는데 대하여, 律學이라 함은 형의 오르내림에 관한 학문 이었다. 그

것은 기술적으로 번잡화하는 일은 있더라도 전체로서는 좁은 수비범위에 한정

되며, 문명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도저히 서양에 있어서의 법학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의 법학의 부재는 중국에 정의ㆍ공

정이라고 하는 올바름에 관한 관념이 없었음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滋賀秀三, 中國法文化의 考察 (1986)).
그렇다면, 정의ㆍ공정 내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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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것은 (법 이외의) 무엇에서 구해질 수 있을 것일까. 중국에서도, 올

바름에 관한 관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중국적인 해답은, 殷, 周 

등의 고대 통일국가의 성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天｣(天理, 天道) 내지 ｢義｣와 

같은 관념이었다. 이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非理法權天｣이라는 표현이 흔히 

인용된다. 그것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은 天이라고 

하는 발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있어서의 天은 사회적 정치적 
컨텍스트속에서 생겨나, 정치윤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天은, 만물의 근원,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天理 내지 天道를 의미하며, 정의 내

지 공정과 같은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것은 서양법적으로 

말하자면, 실정법을 초월하면서도 실정법을 기초지우는 것으로서의 自然法의 

관념에 가까운 것이라고나 할 것인가. 중국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

의 틀채우기｣에 극도로 수렴해버렸기 때문에, 그 반사로서 자연법적인 ｢天｣이
라고 하는 것이 對極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 일컬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義에는 仁, 德, 禮와 같은 함의가 있으며, 孔子는 법률주의를 

배척하고 덕치주의를 주장한다. 즉,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禮로써 행하다｣,  

｢이(인민)를 인도함에 있어 政으로 하고, 이를 간추림(齊)에 있어 刑으로서 할 

것 같으면, 인민은 그것을 면탈함에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인도함

에 있어 德으로 하고, 이를 간추림에 있어 禮로서 할 것 같으면, 수치를 느끼
고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다｣는 것이다. 공자는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법률에 

의지함이 없이 덕의 지배와 예의 회복을 구하 다. 이와 같이 유교에 있어서

는, 법률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義｣(仁, 德, 禮)가 이것

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義는 ｢아곤형의 소송을 통하여 확정되고 

힘에 의해 관철될 수 있는 “올바름”(Recht)｣이 아니라, ｢우선은 자기규제이며, 

또한 세인의 평판과 후세의 역사가의 손에 의해 평가가 정해지는 것과 같은 

성질의 올바름｣을 의미한다(滋賀). 이와 같이하여 춘추시대에 일응의 완성을 

본 유학의 덕치주의가, 그 뒤의 2천 수백 년의 중국법의 역사에 커다란 향

을 미치게 되었다(｢禮｣의 문화). 이와 같이, 중국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형법을 

핵으로 하는 실정법으로서의 ｢律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적인 자연법

이라고도 할 ｢天｣내지 ｢義｣라고 하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어, 법률과 정의는 

결합됨이 없이 분리된 형태로 존재해 온 것으로 일컬어진다. 또한 같은 맥락
에서, 실정법제도와 그 집행ㆍ운용의 실태 내지 분쟁처리와의 사이에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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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괴리가 생겨, 사회규범에서 차지하는 법규범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

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중국의 법현상도 이와 같은 淸末 이

전의 법문화 내지 법현상을 반 하고 있는 면이 적지 않을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한편으로는 법의 계급성, 정치

우선의 원칙, 법과 정치의 불가분성, 법학의 정치성, 법의 정치로부터의 상대

적 독립성의 정도, 법의 자기완결성의 취약성, 법학연구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약함이 중국법의 구조적 체질을 형성함과 동시에 , 다른 한편에서는 ｢법령정

비의 노력, 국가의 판가림을 이용하는 사람들, 민간과 국가의 판가림에 공통되

는 남돌봐주는식의 調停性, 調停的 판가림이라고는 하지만 법과는 두드러지게 

괴리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판가림의 합법성｣(高見澤)이 중국법의 고유법적 기

능 내지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여지다.

따라서, 현대중국에 있어서의 법의 관념, 법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ㆍ역할, 
법적인 것과 비법적인 것과의 관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저해하고, 人治가 

결과적으로 허용 내지 수용되어 온 이유여하(예컨대, 자기주장이 강한 개인과 

강력한 배경의 존재)를 개별적인 실증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법문화 내지 멘탈

리티까지도 포함하여 상호적ㆍ쌍방향적으로 검토하는 것(개별실증적 연구↔

문화유형ㆍ인간유형과 같은 정신적 요인＋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이 현

대중국법 이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4. 서양법문화와 중국법문화의 기본적인 차이는, 한편으로 Jhering의 權利를 

위한 鬪爭 (Der Kampf ums Recht)과 孔子의 ｢禮에 의한 통치｣, 다른 한편으

로, ｢정의｣로서의 ｢법의 지배｣의 이념과 ｢틀｣채우기로서의 ｢관료제적 법｣으로 

대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양법은 一神敎的 傳統을 반 하여 ｢이것 아니면 저것(Entweder-Order)라고 
하는 ｢切斷의 論理｣를 가지며, 보편적인 것, 올바른 것(법의 Anspruch)은 하나

라고 하는 전제에 서있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다원주의적 발상(pluralism)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재판도 개인주의적 요소를 지니며, 

ADR(재판외적 분쟁처리)은 법에 대한 실망의 표명이며, 共生에의 지향을 시사

하는 것으로 풀이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중국법을 볼 것 같으면, 분쟁 내지 

범죄는 사회구조의 일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연대관계를 핵으로 하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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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내지 조기치료가 법에게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

이들 기본적인 차이는, 사법형의 법치국가와 행정형의 관료(전제)국가, 자연

권적인 기본적 인권이라는 발상의 유무, 권리의식 내지 규범의식을 반 한 ｢계

약｣의 관념과 그러한 권리의식 내지 규범의식을 결한 ｢잠정적 결정｣이라는 발

상, 관념적 소유개념과 현실적 지배,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택일

(Entweder-Order)적인 아곤적인 소송관과 촌락적 공동사회의 자치적 해결방법으
로서의 ｢調停｣을 중심으로 하는 화해적 소송관과 같은 형태를 취하여 구체화되

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법의 향을 받은 동아시아 법문화

권은 서양법의 핵을 이루는 ｢법의 지배｣의 이념으로부터 가장 먼 존재라고나 

할 수 있을는지. Unger에 의하면, 중국법과 서양법과의 중간에 ｢인도법｣, ｢이슬

람법｣ 등이 있으며, 그 차례로 서양법에 가까워져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