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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東아시아法系｣에 있어서의 ｢日本法族｣*
1)

木下 毅
徐 元 宇 譯**

Ⅰ. 일본의 고유법

1. 일본의 고유법의 원형(元型ㆍ原型ㆍ古層ㆍ執拗低音)을 모색하는 경우, 일본

의 전통적 법문화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계수된 실정법과 교착하면서 일
본의 현실사회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일본인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 민족사회의 법은, 법문화적 기원에 있어 고유법적인 것과 이질적인 법문화

로부터 계수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통례이다. 어떤 특정한 법문화에는, 그의 

고유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역사적 환경에 대응하며, 전통적 고유법을 어느 

정도 수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잠재력과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민족의 자기방위 내지 자기보호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어떠한 민족, 사회, 국가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의 법문

화를 형성함에 있어 법문화의 문화적 동일성을 기초짓는 고유법의 원형(archetyp)

이 존재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거니와, 그것은 법의 관념 내지 법의 역할의 異同이
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1) 이 원형은 ｢아이덴티티 法原理｣

* 본고는,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에서의 비교법강의의 바탕이 된 木下 毅(키노시타 쯔요
시) 교수의 저서, 比較法文化論(1999, 有斐閣)의 제10장을 번역한 것이다. 木下교수는 
1960년 동경대학 졸업후, 1971년 동 대학원 법학박사, 1973년 Havard University의 
LL.M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동경대, 북해도대를 거쳐 현재는 중앙대 법학부에서 비
교법, 미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을 승낙해주신 木下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名譽敎授
1) 野田良之, “比較法の基礎としての法の｢元型｣を尋ねて”, 18 學習院大學法學部硏究年報, 

1(1983); 丸山眞男, “原型ㆍ古層ㆍ執拗低音”, 武田淸子編, 日本文化のかくれた形態, 
91(199l); 丸山眞男, 日本政治思想史硏究, 195(1952)에 있어서의 ｢自然｣과 ｢作爲｣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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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리는 경우도 있다. 문화적 요소로서의 법관념 내지 법의식은 변화하기 어렵

고, 전통과 근대가 共動한 일본의 근대화의 pattern으로 보더라도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일본적 법관념 내지 법의식은 갖가지의 적응형태를 나타낼 가능

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도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六本佳平의 제창에 따라, ｢

법관념｣ = ｢법(체제) 자체에 대한 이해의 방식(법이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기

능을 갖어야 할 것인가) 내지 태도(법체제 내지 그것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好惡이나 가치평가 등)｣, ｢법의식｣ = ｢현행실정규범의 내용에 대한 지식, 내지 그

것에 대한 태도(호악, 가치판단, 해석 등)｣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2)

그렇다면, 과연 일본에 토착의 고유법, 일본적(일본인)인 법관념 내지 법의식이

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인가. 일본의 고유법의 원형, 古層 내지 지속
적인 執拗低音(basso ostinato)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

떠한 ｢형태｣(모양)를 취하고 있었을 것인가. ｢대륙문화의 세례를 받기 이전의 일
본인의 법관념 내지 법의식3)｣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근래, 일본인의 ｢법관념｣,  

｢법의식｣내지 ｢법에 관련되는 무의식적(意識下的) 심리상태4)｣, ｢아메바성 일본적

법의식5)｣과 같은 ｢근대법학이 잘라 내어버렸던 것｣을 줍는 것의 필요성이 문제

로서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본적 법관념 내지 법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일본적인 발상형태, 內生的 思考方式 내지 일본인
의 행동양식, 그 배경에 있는 의식구조, 그리고 ｢일본문화의 archetypes(숨겨진 
모습)｣, ｢일본문화의 무의식의 심층｣내지 ｢집단적 무의식의 기층｣과 같은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6)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생각할 경우, ｢흔히, 유교나 

불교, 그리고 이들과 習合 하여 발달한 神道나 혹은 에도(江戶)시대의 國學 등
이 전통 사상으로 불리어, 明治이후에 대량으로 유입된 유럽사상과 대비된다. 이

러한 두 개의 장르를 구별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며, 의미도 있는 것이다. 

념설정은, 일본의 심층에 잠재하는 元型(原型ㆍ古層ㆍ執拗低音)을 규명하려는 문제의
식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元型｣이라는 文言은 固定的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여
기서는 ｢元型｣이라고 하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쓰기로 한다. 千葉正士, “アイデンティ
ティ法原理”, 法文化のフロンテイア, 192(1991).

2) 六本佳平, “｢日本人の法意識硏究槪觀｣―法觀念を中心として”, 35 法社會學, 14(1983).
3) 石井紫郞, “日本 ― 明治以前”, 9 法社會學講座(｢歷史ㆍ文化と法｣ 1), 259(1973).
4) 川島武宣, 日本人の法意識, 7(1967).
5) 千葉正士, “アメ─バ性日本的法意識”, 法文化のフロンテイア, 115(1991).
6) 武田淸子, “まえがき―日本文化のかくれた形―”, 武田淸子編, 日本文化のかくれた形, 

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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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통과 비 전통이라고 하는 범주로 양자를 나누는 것은 중대한 오해를 

범할 우려가 있다.7)｣

2. 이러한 일본의 prototype, 집단적 무의식의 기층 내지 일본적인 맨탈리티를 

형성해온 요인으로서는, 대별하여 지리적ㆍ풍토적 환경조건 등 외부적요인과 문

화집단에 지배적인 성격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생각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먼저, 전자의 외부적 요인부터 보기로 한다. 일본의 역사가 쓰여진 시대 이래

로, 일본은 이민족에 의한 대규모의 정복을 경험하지 아니 하 다. 이러한 사실

은 일본열도의 지리적 조건과 관련되며, 일본문화의 전통적 요소의 지속성 내지 

연속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 될 것이다. 사실, 일본의 문화에는, 전

통적인 낡은 층의 문화가 외래의, 혹은 국내에서 창조된 새로운 층의 문화의 전

개에 의해 소멸됨이 없이 중층적으로 共生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8)

丸山眞男에 의하면, 일본은 “지난날의 미크로네시아 群島, 멜라네시아 諸島이
기에는 너무나도 중국대륙에 가깝고, 조선의 운명을 걷기에는 너무나도 중국으로

부터 멀다고 하는 위치에 있다. … 높이 솟은 세계문화 로부터 끊임 없이 자극

을 받으면서도, 그것에 삼켜버려지지 않는, 그러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나는 

조선형을 洪水型라고 하며, 일본을 漏水型(비가 새는 형)이라고 한다. … 홍수형

은 고도의 문명의 압력에 벽이 무너져 동일한 문화권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
런데. 거꾸로 미크로네시아 群島가 되면, 문화의 중심부로부터 無緣  혹은 그와 

가깝게 된다. 일본은 또독 또독 지붕으로부터 비가 새기 때문에 삼켜버려지지 않

고, 그렇다고 無緣하게 되지도 않고, 이것에 自主的 으로 대응하며, 개조조치를 

강구할 여유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그야말로 밖 으로부터 들어오는 문화에 대

하여 매우 민감하고 호기심이 강한 측면과, 그것으로부터 거꾸로 안 의 자기동

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강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일본문화의 이중의 측면의 원
인 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그것과 매우 관계가 깊은 地政學的 要因 이 된다(물

론, 이러한 ｢型｣은 대체적인 경향에 착안하여 구별하는 것이므로 역사적 현실을 
남김 없이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9)

이와 같이 일본은, 지리적으로 다른 민족이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대

7) 丸山眞男, 日本の思想, 8(1961).
8) 丸山, 전게(주 1), 124; 家永三郞, 日本文化史, 32(2d ed. 1982).
9) 丸山, 전게(주 1), 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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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에 근접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외래문화의 전파를 차단할 만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열도의 동쪽은 태평양이고, 그보다 동쪽으로는 문화의 전파는 

차단되어 있다. 그 때문에, 문화는 서쪽으로부터 들어와서 동쪽으로는 나가버리

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본은 ｢문화의 눈더미｣가 되어, 거기에는 온갖 문화가 쌓

이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대륙의 문화는 일본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될 뿐이기 

때문에 일본의 고유문화와의 충돌이 생기지 아니한다.10) 거기에는, A. Toynbee가 
말하는 문명과 문명의 만남(encounter)과 같은 현상은 엿볼 수 없다고나 할까. 대

륙의 문화는 정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문화에 흡수되기만 하

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가지 사상이 싸이고 쌓여 침전화한다. 이와 같이 일본은, 

정복당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문화만을 흡수할 수 있었다. 일본문화가 수

천 년에 걸쳐 고유한 발전의 리듬을 흩어지지 않고, 더욱이 언제나 적당한 정도

의 자극을 받아가면서 자라온 이유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
다. 일본인이 대륙문화를 흡수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11)

더구나, 일본열도에 정착한 인간집단은 복수의 기원을 가진 집단의 복합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상당히 오랜 시기부터 평화리에 공생하며, 일찍부터 동족

의식을 가졌었던 것 같다. 이것은, 일본어가 어휘에 있어 다원적 기원을 생각케 

하는 요소를 지니면서도, 그 구조에 있어서는 일직부터 일원적이었다는 것으로도 
추측된다. 이 때문에, 일본의 사회는 매우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의 본질적으로 

동질의 生의 共同體로서 존속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의 사고의 동질

성은 이것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12)

다른 한편으로, 일본인의 외래문화에 대한 관용은, 일본의 ｢風土｣와도 무관하
지 않다. 법의 風土的 被制約性이라는 사상은 Montesquieu로부터 비롯된다.13) 和
辻哲郞의 風土 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는 역사적ㆍ풍토적인 특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특수성은 풍토의 유한성 에 의한 풍토적 유형에 의해 뚜렷하게 나타난

다. 물론, 이 풍토는 역사적 풍토이기 때문에 풍토의 유형은 동시에 역사의 유형

이다”라고 하며, 몬순지대, 사막, 목장이라는 3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생각의 

10) 野田, “日本における比較法の發展と現狀(2)”, 90 法協, 45(1973).
11) A. Toynbee, Civilization on Trial 150, 186-87, 213(1948). 深瀨基寬譯, 試鍊に立つ文
明(1952); 丸山(주 1), 124.

12) 野田, 전게(주 10), 45.
13) C.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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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온도와 건습도를 지표로 하는 환경론적 내지 생태학적 관점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몬순지대의 전형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이다. 바라몬교와 불교

는 여기서부터 생겼다. 사막은 유태교와 기독교를 낳게 했다. 목장의 전형은 지

중해 지역이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문화는 여기서 생겨났다고 한다. 和辻은 
이어서 “자기는 몬순지역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재양식을 몬순적 이라 이름붙

다. 우리들 국민도 그 특수한 존재양식에 있어서는 바로 몬순적이다. 즉 受容的
ㆍ忍從的이다”는 것이다.14) 江戶중기의 천문역학자이고 경세가로서도 훌륭했던 
西川如見의 百姓囊 을 부연발전시킨 이자야ㆍ벤더산도 “(일본의 기후)환경은 직

접으로 일본인에게 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稻作을 통해서 간접으로도 철저
한 향을 일본인에게 주고, 동시에 철저한 훈련을 전 일본인에게 베풀었다. 말

하자면, 이 환경은 전 일본인의 鬼의 大松 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稻作은 (장소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기후와의 관계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좋
건 싫건 막바지의 치 한 계획에 따라 솜씨있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3월에 

못자리, 장마철에 모심기, 태풍전의 결실, 쾌청한 가을날의 수확이라는 스케줄은 

허물어뜨릴 수 없다. 유목민적 기준에서 말하자면, 마치 초읽기라 할 수 있다. 

(중략) 어쨌든 수확일시는 정해져 있어 움직일 수 없다. 모든 것을 이로부터 역

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를 게을리 했을 때는 한 달의 凶 이므로, 지체는 

죽자 사자로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 상관으로 한 편이 수확 백퍼센트, 다
른 편은 零이 되는 것은 태풍을 앞둔 수확에서는 조금도 이상할 것 없다. 이것이 

또한, 느림보 의 무능, 해야 할 의욕이 없는 것은 죄악이며, 또한 하면 된다 는 

철학을 낳는다. 중세의 일본에서는 인구의 85퍼센트가 농민이었다고 하므로, 국

민의 거의 전원이 천수백년에 걸쳐 이러한 훈련을 받아온 셈이다. 따라서, 일정

기일을 정해, 그로부터 역산하여, 이른바 초읽기의 스케줄로 일을 해나가는 점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넓다고 하더라도 일본인을 앞설 사람은 없다. 진주만의 공
격이든, 올림픽이나 만국박람회의 개최이건, 그리고 전후의 갖가지 회사의 부활

이건, 그야말로 캠펜형 稻作의 현대판적인 진행방식이다”(캠펜형 稻作). 그러나, 

“이러한 캠펜형 稻作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을 일본인에게 주었다. 하늘의 

時, 땅의 利, 사람의 和 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날, 전 일본

인의 85퍼센트가 어떤 시기(하늘의 時)가 되면, 일제히 동일한 행동을 일으켰다

14) 和辻哲郞, 風土, 207(1935), 8 全集, 7, 24, 43, 62, 134(1962). 또한, 梅棹忠夫, 文明の
生態史觀(19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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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和). 모를 심을 때에는 전 일본인이 모를 심지 않으면 안 된다. Going 

My Way 따위를 읊조리고 있다가는 틀림 없이 굶어죽거나 타인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和의 精神).15) 이러한 농촌공동체의 생활양식이 근본적으

로 변혁됨이 없이 존속해왔다고 하는 사실에 일본적 멘탈리티 내지 일본문화의 

전통적 요소를 널리 지속시켜온 기반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환경적 조건 아래 형성되는 멘탈리티는 실제로는 극히 
다종다양하지만, 이들을 이념형적으로 나누면, 1만년경 전까지 인류공통의 멘탈

리티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狩獵ㆍ漁撈ㆍ採集型 멘탈리티｣, 주
로 서양사회에서 볼 수 있는 遊牧民的ㆍ非定型的ㆍ動的 性格을 지닌 ｢遊牧民型 
멘탈리티｣, 주로 동양사회에서 볼 수 있는 農耕民的ㆍ定着的ㆍ靜的 性格을 지닌 
｢農耕民的 멘탈리티｣라고 하는 3가지의 기본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전술한 대

로이다.16)

無主物先占에서 볼 수 있고, 어업민 가운데 계승되어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되

는 ｢수렵ㆍ어로ㆍ채집형 멘탈리티｣는, 구석기시대에 있어서는 인류 전체에 대해 

거의 같았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신석기시대에 접어들면, 유목과 농경이 시작되

고, 인류의 멘탈리티의 기본적인 차이로서 ｢만드는(作)｣ 멘탈리티와 ｢되는(成)｣ 

멘탈리티가 형성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유목민형 멘탈리티｣와 ｢농경민형 멘탈

리티｣가 그것이다.17)

유목민적ㆍ비정착형의 멘탈리티는 게젤샤프트적ㆍ도시적인 ｢만드는｣ 문화의 

멘탈리티인데 대하여 농경민적ㆍ정착형의 멘탈리티는 게마인샤프트적ㆍ촌락적인 

｢되는｣ 문화의 멘탈리티이다고 일컬어져 왔으나, 일본인의 멘탈리티 내지 일본의 

법문화는 일반적 경향으로서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문화의 archetypes, 집단적 무의식의 기층 내지 일본인의 멘탈리

티를 내부적인 요인인 ｢문화집단에 지배적인 성격｣에 관해 분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Rene Le Senne에 의해 체계화된 性格學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은 感動
性(Emotive), 行動性(Activite), 反響(Retentissement)이라고 하는 3개의 기준에 의

15) 百姓蘘; イザヤㆍベンダサン, 日本人とユダヤ人, 50-54(1971), 그 논거로 하는 유태學, 
聖書學 등에 관한 기술에 관해서는 淺見定雄, にせユダヤ人と日本人, 43-51(1986)에 
의한 비판이 있다.

16) 野田良之, “近代日本法思想史ㆍ序論”, 野田良之ㆍ碧海純一編, 近代日本法思想史, 6-9 
(1979).

17) Id.; 野田, “比較法文化論の一試圖”, 早大比較法硏究所編, 比較法と外國法, 27-3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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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류된다고 한다. 전 2자의 유무와 후자의 반응의 느리고ㆍ빠름을 3개씩 결합

하면 8개의 성격형이 구성된다. 이들 성격형으로 일본인에게 가장 많은 것이 

nerveux형(남방계). 다음으로 많은 것이 sentimental형(북방계)이지만, 비교적 소수

이기는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에 colérique형(기마민족계)이 있는 것으로 일컬어

진다. 이러한 3개에 공통적인 요소는 émotif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최대공약수적

인 멘탈리티는 强度로 感情型이라는 것으로 된다. 일본인의 무드적 행동양식이라 
일컬어지는 것도 이러한 성격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일본인의 성격을 “합리적 사고보다는 irrational한, 그리고 이성적이라기보다는 

emotional한 성격”으로 파악하는 堀一郞의 견해와도 부합한다.18)

그런데, 일본인의 멘탈리티의 심층에 잠재하고 있는 일본의 문화의 원형, 보다 

특정적으로는 일본의 법문화의 원형(原型, 古層 내지 지속적인 執拗低音)으로 생

각되어온 것은, 하나의 doctrine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원형을 끌어내어 오는 방법으로서는 ｢消去法｣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執拗低
音｣(대중의 의식의 심층)이라 함은, 유교, 불교, 서양사고 등과 같은 밖으로부터

의 impact와의 접촉을 통해 생긴 主旋律(체계, 세계관 내지 도그마를 가지는 것

이 통례이다)과 구별되는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적 발상을 의미하며, 그것은 고대

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래의 문화ㆍ

사상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그것에 변용을 주는 것이야말로 ｢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분명하게 표현되어진 ｢주선율｣이 ｢외국의 원형｣과 어

떻게 상이한가라는 것을 분석할 것 같으면, 그러한 차이를 낳게 한 ｢집요저음｣을 

추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19)

3. 일본의 문화의 물줄기를 더듬어 가면, 그 거의 최 심층이라 생각되는 繩文
의 세계가 나타난다. 磨製石器와 土器를 가진 繩文文化는 신석기문화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약 1만년 내지 8천년 전부터 시작되는 ｢自然社會｣(농업사회, 공업사
회와 구별된다)의 일본적 형태인 것으로 일컬어진다. 죠몬시대(繩文時代)는 구석

기시대에 이어 수렵ㆍ어로ㆍ채집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 다. 無構造의 전통의 원
형으로서의 고유신앙(일본의 민족종교는 중세에 와서 ｢神道｣라는 이름으로 불교
나 유교와 대립하는 사상체계인 것처럼 주장되게 되었다)은, 통설에서와 같이 야

요이문화(彌生文化) 정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깊이 繩文文化

18) 野田, 전게(주 16), 13-18; 堀 一郞, 民間信仰史の諸問題(1971), 6 著作集, 161(1990).
19) 丸山, 전게(주 1), 147, 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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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20)라고 하는 주목할만한 가설도 주장되고 있다. 그

렇다면, 繩文文化의 담당자(일본인의 祖型)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근래, 유전

학적인 분석(염색체)에 고고학, 민족학의 데이터를 가미하여 繩文人의 루트를 찾
는 연구(예컨대, 尾本惠市ㆍ국제일본문화센타 교수를 연구대표자로 하는 ｢일본과 
일본문화의 기원에 관한 학제적 연구｣ 등)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

본인의 원류로 여겨지는 繩文人의 기원은 5만년 전의 중앙아시아로 거슬러 올라
간다”라는 것이며, “중국ㆍ조선반도라고 하는 루트를 거쳐 일본으로 와서 정착, 

北海島부터 오끼나와(沖繩)까지 퍼졌다”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2,300년 전 

경, 동아시아로부터라고 생각되는 별도의 사람들이 중국ㆍ조선반도 경유로 本州
에 들어와, 彌生人이 되었다. 本州로부터 남북으로 퍼졌기 때문에 남단과 북단에
서는 繩文人의 형적이 현대인의 유전자에도 진하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의 원시문화의 원형을 동아시아 전체의 시야 속에서 고찰하려는 

생태학(ecology)적ㆍ문화인류학적 어프로치도 주목된다. 繩文文化 이전의 일본의 
원시문화를, 히말라야로부터 중국남부ㆍ동부, 조선반도남부를 거쳐 일본 본주 남

부에 이르는 照葉樹林地帶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산악적 성격의 ｢照葉樹林文化｣
의 일환으로서 파악하려는 학설이 그 하나이다.21) 일본의 고유신앙은 ｢조엽수림문화｣

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東아시아 山地民의 신앙｣과 유사
성을 가진다고 하는 문화인류학자의 지적도 없지 않다.22) 靈魂信仰(animism), 자

연숭배 등의 제 관념에 의거하여 ｢呪術的인 儀禮｣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추측되
는 原始神道의 제사유적에는 산악, 암석, 물에 의거하는 예가 많고, 암석의 제사

유적도 많은 산악과 관련하고 있다는 지적을 볼 수 있다.23)

이러한 繩文文化의 유산은 기원전 4 내지 3세기에 水稻栽培가 정착한 서일본
(조엽수림지대―동일본의 落葉廣葉樹林地帶에 대응하는)을 중심으로, 벼ㆍ청동기
에 상징되는 彌生文化 이후의 농경적 문화 속에서 벼를 만들기 위한 ｢農耕儀禮｣
로서, 그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살아 남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彌生時代 이후의 
문화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을 거치면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 

20) 上山春平編, 照葉樹林文化―日本文化の深層― iv, 23f(1969); 家永, 전게(주 8), 27(神
道라 불리어진 民族宗敎의 본체는 呪術的인 儀禮를 가지고 유일한 내용으로 한다).

21) 中尾佐助, 栽培植物と農耕の起源, 59-75(1966).
22) 岩田慶治, 日本文化のふるさと, 85(1991).
23) 村上重良, 國家神道, 21, 15(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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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으로 살아 남아 있다(예컨대, 神主에 의한 新幹線의 개통식, 원자력연구소의 

地鎭祭 등).24) 일본의 농경사회는 벼의 水田耕作을 주체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灌漑에 편리한 산자락, 산골자기에 정착하여 集落이 발달하고, 이들의 지연적 혈

연적 소집단이 농경의례의 담당자가 된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원시 신도의 기본

적 성격은 이 단계에서 성립되고, 3세기 후반에 시작되는 고분시대에로 계승되어 

간다.25) 이러한 유전학, 고고학, 문화인류학, 재배식물학, 식물생태학, 민족학, 비
교신화학 등을 기초로 하는 근래의 학설, 그 가운데서도 조엽수림문화는 동아시

아문화의 원류이며, 일본문화의 심층을 형성해온 것이라고 하는 가설에는 경청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할 것이다.26)

재배식물학자 中尾佐助는 그의 저서 裁培植物과 農耕의 起源 (1966) 속에서, 

세계의 농경문화의 원형을 동남아시아 기원의 감자類를 주로 하는 ｢根栽農耕文
化｣, 아프리카 내지 인도의 사바나 지대 기원의 잡곡類를 주로 하는 ｢사바나 農
耕文化｣, 서아시아로부터 지중해 연안에 걸친 冬雨地帶 기원의 보리類를 주로 하
는 ｢地中海農耕文化｣, 및 남북아메리카 기원의 ｢新大陸農耕文化｣라고 하는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또한 열대에 성립한 根栽農耕文化의 溫帶適應型으로서 ｢照
葉樹林文化｣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27)

그러나, 최근 조엽수림문화를 근재농경문화의 北方展開型으로 생각을 역전시켜 
근재농경문화를 조엽수림문화의 南方展開型으로 보는 가설을 제기함에 이르고 
있다. 그는, 남지나의 雲南省地帶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인도의 아샘으로

부터 동쪽으로는 중국의 湖南省에 이르는 조엽수림 농경문화센타라고도 할 수 
있는 반달모양의 지역을 ｢東亞半月孤｣라 명명하고,28) 조엽수림문화의 클라이맥스

를 ｢燒畑의 雜穀栽培｣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에서 찾고, 稻作 이전의 일본의 원시
문화를 조엽수림문화의 일환으로 파악하려 하 다.29) 그에 의하면, “조엽수림문

화는 다분히 산악적인 성격을 지니며, 본래의 형태는 산에서 사는 생활이지만”, 

24) 上山, 전게(주 20), ⅱ, 13-22; 家永, 전게(주 8), 27-28.
25) 村上, 전게(주 23), 19-20.
26) 上山編, 전게(주 20); 上山春平ㆍ佐々木高明ㆍ中尾佐助, 續ㆍ照葉樹林文化―東化アジア
文化の源流―, 5-7(1976).

27) 中尾, 전게(주 21), ⅳ-ⅶ, 60-75.
28) 上山외, 전게(주 26), 5-8, 10-14, 22-25, 32-35, 183, 201.
29) 中尾佐助, “農業起源論”, 森下ㆍ吉良編, 自然―生態學的硏究(1967); 中尾, 전게(주 21), 

6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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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엽수림문화의 일본형으로서의 繩文文化도 산악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점, 평야적인 水稻농경을 전제로 하는 다음 단계인 彌生文
化와는 대조적이다.30) 繩文文化는 기본적으로 수렵ㆍ채집경제를 기조로 하는 문
화 지만, 그 후반기에 농경문화로의 여러 가지 移行形態를 보이고, 말기에 나타

난 雜穀栽培를 매개로 하여, 이윽고 彌生時代의 水稻農耕文化로 옮겨간다.31)

그렇다면, 이 조엽수림문화의 일본적 형태라 일컬어지는 繩文文化(농경이전의 
수렵ㆍ어로ㆍ채집적 문화), 이를 잇는 彌生文化(농경사회적 문화) 가운데서 생성

되어온 일본의 문화와 사회의 특질은 무엇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전자의 계

보에 속하는 것으로는, 神人合一觀念, 샤머니즘, 天皇制的 가치의식, 후자의 그것

으로는, 가족주의적 공동체관에 입각한 집단주의, 촌락의 원리 등이 지적되어 왔

지만,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비합리적인, 일본 특유의 특수주의적, 폐쇄적 성

격｣이라고 할 것이다.32) 일본에서는 종교개혁을 수반함이 없이 근대화, 시민혁명
(명치유신)이 행해진 결과, 현대의 일본사회 속에 매우 광범한 古層을 잔존시키
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33) 일본인의 세계관의 역사적인 변천은 많

30) 中尾, 전게(주 21), 66, 136.
31) 上山編, 전게(주 20), 22.
32) 武田, 전게(주 6), 4(日本人의 發想樣式 내지 思考ㆍ行動의 特質을 문제삼는다); 北畠

親房, 神皇正統記(1339); 本居宣長, 古事記傳(1798); 芳賀矢一, 國民性十論(1907); 長谷
川如是閑, 日本的性格(1930); 西田幾太郞, 日本文化の問題(1940); 南博, 日本人の心理
(1953); 土井健郞, ｢甘え｣の構造(1972) 등은 각 시대의 古典的인 日本人論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 Patterns of 
Japanese Culture(1946)― 長谷川松治譯, 菊花와 칼―日本文化의 形態(1967)에 의하면, 
天皇을 정점으로 하는 權威의 階層組織, 恩惠와 義理의 義務, 세상에 대한 (罪에 대한 
意識과 구별된) 恥의 意識 등이 日本文化의 形態를 이룬다고 한다. 또한, 中根千枝, 
タテ社會の人間關係(1961)에 있어서의 세로社會論, 石田 雄, 日本の政治文化(1970)에 
있어서의 ｢同調와 競爭｣참조. 千葉正士, “法意識の類型―アメリカㆍ日本ㆍ西歐”, 同, 
전게(주 1), 154는 “日本的 權利意識은 서구적 및 아메리카적 權利意識과 비교할 때, 
觀念으로서는 不確定性인 점에 특징이 있는 점, 그러나 그것이 ｢一定狀況 아래에서의 
특정의 個人的 關係｣라고 하는 文化的인 機能補完槪念에 의해 보완되어서 具體的인 
權利行動을 特定하는 法意識으로 機能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佐伯彰一他, ふ
たつの日本[對談集](1973); 中村元, “日本人の思惟方法”, 3 東洋人の思惟方法(1949)(諸
文化現象, 특히 佛敎의 受容形態에 나타난 思惟方法의 특징으로서, ｢주어진 現實의 容
忍｣, ｢人倫重視的 傾向｣, ｢非合理主義的 傾向｣, ｢샤머니즘｣을 들고 있다); 神島二郞ㆍ
澤木敬郞ㆍ所 一彦ㆍ淡路剛久編, 日本人と法, 8-17(1978); 神島二郞, 近代日本の精神構
造(1961); 堀一郞, 日本宗敎の社會的役割(1962); 同, “民間信仰史の諸問題”, 6 著作集, 
267(1990); 同, “日本のシャーマニズム”, 8 著作集, 235(1982).

33) 遠山茂樹, 明治維新, 256, 270(1951)(幕藩制支配에 봉사하는 佛敎로부터 天皇制支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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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래문화ㆍ사상의 침투에 의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감정생활 내지 무의

식의 심층에 작용하는 토착의 세계관의 집요한 지속과, 그를 위해 되풀이 된 외

래 문화의 ｢일본화｣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일컬어진다.34)

그렇다면, 이러한 집요한 지속성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사회ㆍ문화의 심층에 

내포된 내적 구조로서, 어떠한 요인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 加藤周一에 의하
면, ｢集團主義｣(家와 마을, 소수의견의 부재, 상하관계와 수평관계, 집단상호의 경
쟁과 집단내부의 능력주의, 집단의 무책임체제), 주어진 현실을 용인하는 ｢現世主
義｣(문화ㆍ세계관의 此岸性과 세속화, 실용적 기술주의, 享樂主義, 美的 裝飾主義, 

形而上學의 체계ㆍ초월적 가치의 부존재), ｢現在主義｣(부분존중주의, ｢내일은 내

일의 바람이 분다｣는 철학, 그림두루마리(繪卷物)의 세계, ｢된다｣는 멘탈리티,   

｢옛날은 옛날, 지금은 지금｣ ― 과거에 의해 현재가 구속되거나 하는 일이 극히 

적다), 그리고, 집단내부의 조정장치로서의 ｢義理ㆍ닌죠(人情)｣(독특한 상징체계)
(일본사회의 한편으로는, 내면화되지 아니한 외재적 준칙의 체계에 따라 기능하

고 있는 ｢외면적 형식주의｣ ―복잡한 의식의 체계(선물주주고 받기, 도장)와 명

목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 규범으로서 외재화되는 일이 내면적인 감

성을 높은 가치로 보는 ｢극단적인 주관주의｣ ―동기ㆍ기분ㆍ느낌(心) 尊重主義
―가 긴장관계에 있다) 등이 그것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세계의 문명국 가운데서 

그야말로 예외적이라 할만한 ｢思考의 等質性｣(‘하라게이’(腹藝), 以心傳心, 肝膽相
照, 義理는 등질적인 사회의 ｢共感｣의 문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 일컬어진다), ｢規範觀念의 결여｣(일이 될 대로 되어지는 ‘나리유끼’

주의, 있는 그대로, 신의 뜻대로의 길을 가는 隨神의 道)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35)

이와 같은 일본문화의 심층에 내재하는 일본고유법의 원형으로서 어떠한 법관

념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 2세기 후반, 耶馬台國의 여왕 卑彌呼가 지배하던 
당시, 신이 금기하는 행위는 ｢‘쯔미’(죄 =옳지 않은 일)｣로 여기고, ｢쯔미｣를 범한 

자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하라에’(祓 =액때움)｣에 의하여 물로 흘러버려야 

하는 것으로 여겼었다. 당시에는 ｢쯔미｣와 ｢‘게가레’(不淨)｣는 구별되지 않고, 이

奴僕인 神道로의 轉換이 이루어진데 지나지 않았다); 同, 日本近代法史, 151(1975).
34) 加藤周一, “日本文學史序說”, 4 著作集, 38(1979).
35) 加藤周一, “日本社會ㆍ文化の基本的特徵” 武田編, 전게(주 6), 20-44; 野田良之, “日本

人の性格とその法觀念”, 140 みみず, 14-19(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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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하라에｣에 의해 소멸된다고 하는 법관념이 있었던 것으로 일컬어진다. 이 

｢하라에｣는 복수에 대신하는 賠償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지적(石
井紫郞)도 있다. 또한, ｢理非를 논하지 않는다｣, ｢折衷의 理｣, ｢等價主義｣, ｢相互
主義｣와 같은 법관념도 중국의 律令制度가 섭취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는 것이다.36) 本居宣長의 古事記傳에 의하면, 미래를 포함하는 일체의 ｢歷史의 
理｣는 ｢‘가미요’(神代)｣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이다.37) 거기에 역사의식 내지 문화 
pattern의 원형(記紀神話의 첫머리의 서술로부터 추출한 발상양식)이 존재하는 것

으로 일컬어진다. ｢家父長制的 = 身分階層的｣내지 ｢協同體的｣인 일본인의 ｢前近代
的인 法意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된 川島武宣의 日本人의 法意識 은 이들을 

｢전근대적｣이며 ｢理가 없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대하여, 石母田正 
등은, 그것 또한 하나의 理가 아니겠는가, 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한다.38)

그렇다면, ｢理非를 논하지 않는다｣, ｢折衷의 理｣(切中, 中分), ｢等價의 原則｣(喧
嘩兩成敗 ─그 본래의 목적은 실력행사 내지 자력구제의 금지에 있었다고 한다) 

내지 ｢相互主義｣(恩惠와 義理의 相互的 代償關係)는 어떠한 사회를 토대로 하여 

생겨난 것일까. 石母田에 의하면, 그것은 ｢미개사회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것

은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와 같은 태평양제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39)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문화를 비교하면, 의ㆍ식ㆍ주 등의 

기초적 부분에는 현저한 유사점이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문화인류학자의 지적

이 주목된다.40) 이들 2개의 稻作文化圈에서 볼 수 있는 前論理的(prelogique)인  

｢미개인의 멘탈리티｣(mentarite primitive)는 그 하나일 것이다. Lucien Levy-Bruhl

이 말하는 미개인의 멘탈리티는 일본인의 그것에 상당히 가깝다는 것이다.41) 이

36) 石母田正, “歷史學と｢日本人論｣”, 8 著作集, 308-11(1989); 中澤巷一, “氏族法”, 牧英正
ㆍ藤原明久編, 日本法制史, 21-24(1993); 家永, 전게(주 8), 33-34, Cf., 石井, 전게(주 
3), 259.

37) 本居宣長, 古事記傳(古道를 설시한 ｢直毘靈｣은 그 總論에 해당한다)(1798); 田原嗣郞, 
本居宣長(1968)(外來思想인 朱子學的 世界觀의 古學派에 의한 日本的 變容); 丸山眞男, 
“歷史意識の｢古層｣”, 6 歷史思想集ㆍ日本の思想, 3-5(1972).

38) 川島武宣, 日本人の法意識, 1-15(1967); 石母田, 전게(주 36), 295-96(折半이라는 것도 
하나의 理가 아니겠는가).

39) 石母田, 전게(주 36), 297.
40) 岩田, 전게(주 22), 233.
41) Lucien Levy Bruhl, Les fonctions mentales les inferieures, 78(1910) ― 山田吉彦譯, 
未開社會の思惟, 7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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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일본문화의 기초적 부분은 두드러지게 남방적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

다. 더구나, 기초문화의 pattern은 쉽게는 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일본인의 멘탈리티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적인 ｢법관

념｣으로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일본인은 법을 싫

어한다 ― ‘아마에’(응석)의 구조― 법의 적용에 손을 쓴다), ｢權利를 위한 鬪爭｣
이라는 법관념(권리감각, 정의관념)의 결여, 兩者擇一(Entweder-Oder)的인 ｢재판관
념｣의 부존재(흑백을 분명히 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喧嘩兩成敗的 思考, 물

로 씻어버림으로써 상호 화해, 협동적 관계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둥

게 수습하는｣ 중재적 조정, 三方一兩損的 ‘오오까’(大岡)식 심판) 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42) 또한, 일본의 현대의 ｢법의식｣ 속에서 고유법적인 것을 찾는다면, 

법률의 규정의 ｢규범성｣ 그 자체 내지 ｢규정내용｣의 불확정성(｢개전의 정｣에 의

한 기소유예 내지 집행유예, 행정지도, 法三章ㆍ一般條項 規定의 多用과 目的論
的 解釋), ｢권리ㆍ의무｣의 비확정성ㆍ비한정성(義理規範 = 恩惠와 義理와의 相互
的 代償關係), 사실상태의 규범적 내용에 대한 우월(占有의 所有權에 대한 우월), 

계약내용의 불확정성ㆍ불정양성(계약에 있어서의 성의해결조항 ― 별도협의조항),  

｢사회통념｣의 다용, 과실상계적 판결, 일부인용적 판결, 조정이 민사소송해결의  

｢법률상의 제도｣로서 소송과 나란히 입법화되고 있다는 사실 등은, Bruhl이 말하

는 미개인의 멘탈리티 내지 기초문화의 pattern의 사례라고나 할 수 있을런지. 이
와 같은 집요저음을 지속적으로 존속시켜온 조건은 일본의 민족적 등질성에 있

는 것으로 추측된다.43)

4. 이와 같이 일본인은, 일반적으로는 다분히 순수한 농경민형 멘탈리티를 지

닌다고나 할 수 있을까. 일본민속학을 개척한 柳田國男은, 繩文文化의 단계를 記

42) 野田, 전게(주 35), 20-26; 丸山. 전게(주 37), 5-6; 川島, 전게(주 38), 15, 34-36, 43f, 
143-53; R. Jhering, Der Kampf ums Recht(1872) ― 村上, ｢權利のための鬪爭｣お讀む, 
87f. Cf., 大木雅夫, 日本人の法觀念 ―西洋的法觀念との比較―, 11(1983).

43) 石井紫郞, 近世の法と國制, 236-43; 大審院 昭和 7年 1月 25日 判決, 刑集 11卷1 
(1932); 團藤重光, 刑法綱要[總論], 421-24(1972); 成田賴明, “行政指導”, 4 現代法, 
131-68(1966); 山內一夫, “行政指導の法治主義”, 566 ジュリスト, 14(1974); 最高裁 昭
和 38年 6月 4日 大法廷判決, 民集 17卷 670(1963); 利谷信義, 日本の法を考える, 
193-203(1985); 川島, 전게(주 38), 15-36, 37-48, 71-86, 89-123, 163-95; 星野英一, “日
本における契約法の變遷”, 日佛法學會編, 日本とフランスの契約觀(1982); 同, “日本人
の法意識 ―民法學者からの問題提起―”, 37 法社會學, 12(1985); 田中英夫, 實定法學
入門, 289-94(3d ed. 1974); 臨時調停制度審議會答申書, 25 法曹時報 1111(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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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神話에 나오는 國神(선주민)의 시기, 彌生文化이후의 단계를 天神(외래민)의 시

기로 하고, “稻作이야말로 일본문화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稻作을 중심
으로 한 단일문화를 상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깔고 일본의 기본적 문화의 모습

을 추구해왔다.44) 이에 대하여, 최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일본문화를 

구성하는 외래문화의 층은 복수 상정된다고 하면서, 어로문화, 수렵ㆍ채집문화, 

陸稻文化 등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학설,45) 그리고 일본인 속에 유목민형 멘탈리
티도 존재하고 있다는 학설46) 등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江上波夫說에 의하
면, 記紀神話에 나오는 國神은 ｢魏志倭人傳｣ 등에 나오는 倭人으로 여겨지는 원
주민(토착세력)으로서, 당초 稻作을 중심으로 하는 彌生文化를 일본에게 가져다 
준 남방계(원주지는 중ㆍ남지나로부터 동남아시아지대 ― 조엽수림지대와 겹친

다)의 민족이며, 天神은 천황족으로 북방계의 기마민족으로, 전자의 토착세력은 

후자의 기마민족에 의해 정복된 것으로 일컬어진다.47) 국가를 건설한 외래의 전
복자인 기마민족(유목민형)의 멘탈리티는, “‘야마토’(大和)조정을 성립시켜 일본의 

상층통칙계급을 형성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멘탈리티이었고, 이 사람들의 수는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사회적 향력은 당초는 심대했다”고 상정되고 있다. “기

마민족의 후예가 무사계급으로서 상당히 통합되어 후세의 상층통치계급을 형성

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멘탈리티는 德川期까지 의연히 유력한 사회적 
향력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보아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행해지고 있
다. 문화인류학ㆍ先史學ㆍ민족학(APE)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인의 멘탈리티의 지

배적인 형은 농경민형이지만, 수렵ㆍ어로ㆍ채집형도 어민을 통해, 유목민형도 아

마도 북방계의 기마민족을 통해 소수파로서 존재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48) 

일본의 고대사회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쓰 던 규범은 ｢‘노리’(宣)｣라 

불리어 있었다. 따라서, ｢‘노리’｣가 ｢法｣에 상당하는 고어 던 것으로 일컬어진

다.49) 북방계의 기마민족에 의해 大和國家가 수립되었던 시절은 법제는 아직 정

44) 柳田國男, 第二柳田國男對談集(1965); 定本柳田國男集 第4卷 I963).
45) 石田英一郞ㆍ岡 正男ㆍ江上波夫ㆍ八幡一郞, 日本民族の起源(1958), 石田全集, 202 

(1972); 上田正昭, 日本神話, 13(1970). 또한, 井上貞光, 日本國家の起源, 3(1960).
46)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 144-45, 163, 175-76(1967); 風土記(713)(土蜘蛛, 佐伯); 本居

宣長, 鈴屋答問錄, 91-92(岩波文庫版); 野田, 전게(주 14), 10.
47) 江上, 전게(주 46), 146, 265-66; 野田, 전게(주 14), 12.
48) 野田, 전게(주 14), 12.
49) 中澤巷一, 전게(주 3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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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어 있지 않고, 법과 종교와는 미분리의 상태에 있었다. 법과 종교가 분리하

여 제정법이 만들어진 것은 중국의 법 제도를 수용하고서부터라고 추측되고 있

다. 7세기 초두의 推古天皇에 의한 冠位十二階의 제정(603)과 聖德太子에 의한 
憲法十七條의 제정(604)은 그 선구적인 예라고나 할까. 그러한 의미에서도 헌법

제정은 고대(불문고유법시대)와 중대(上世 = 律令時代 = 支那法繼受時代, 中世 = 式
目時代 = 固有法復活時代, 近世 = 触書時代 = 固有法發展時代)와를 구분하는 시기로
서 중요한 法史的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일컬어진다.50)

聖德太子에 의한 十七條憲法은, 율령의 전면적인 계수의 사상적 전제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초 국가의 벼슬아치로서 정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에 대한 

마음가짐과 같은 것(‘고고로애’(心得) =훈계)으로서, ｢和의 精神｣을 기본으로 하며, 

유교, 불교의 사상을 조화함으로써 君臣의 道, 諸人이 지켜야 할 길을 나타낸 것
이다. “和를 貴하게 여기며, 거역함(忤)이 없이함을 중히 하라”라고 하는 발상은, 
유목민형 멘탈리티와 구별되는 농경민형 멘탈리티의 법관념을 상기시킴에 충분하

다. 법은 사회를 위해 필요악 이상의 것이 아니며,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사회의 이상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국왕에 상당하는 자가 ｢올바름｣을 

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화합｣을 이상으로 했다는 데에 농경민형 멘탈리티의 

일본적인 법관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당초부터 유목을 가지고 그 경제를 지

탱해온 유럽 법문화권에서는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올바름｣이야말로 요구되는 

것이고, 올바름을 추구하여 끝까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행한다는 것과는 대조

적이다.51)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고유법은 세 번 외국법의 커다란 향을 받아 왔다. 

즉, 7세기에는 중국대륙으로부터 당시의 隋唐의 법제도를 받아들여 ｢律令制度｣를 
정비하 으며, 이어서 명치유신 이후는 1858년에 조인한 不平等條約(日美修好條
約)의 철폐라고 하는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
유럽大陸法｣을 전면적으로 섭취하여 근대적 법제도의 기초로 하고, 또한 제2차대

전후, ｢아메리카法｣을 유럽대륙법을 바탕으로 하는 법제의 위에 계수함에 이르
다. 그러나, 이들 외국법의 섭취 내지 계수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수용하는 측

(일본의 전통사회)의 주체적 관여를 수반하는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50) 石井良助, 日本法制史槪要, 3-5(1952).
51) 家永三郞, 日本道德思想史, 22-23(1954); 靑柳文雄, 刑事裁判と國民性[總括編], 86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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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절에서는 섭취 내지 계수된 외국법과 일본의 비법적인 전통사회를 

반 한 고유법과의 관계(괴리)에 유념하면서, 일본법의 역사적 전제에 관해 고찰

하기로 한다. 大化改新이후, 중국의 율령제도를 본떠 정해진 율령의 체계와 사람

들의 현실의 생활과의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일컬어진다. 또한, 명치유

신 이후, 서구의 현대국가의 법전을 본떠 편찬된 명치의 근대법전 체계와 현실의 

국민생활과의 사이에도 커다란 괴리가 있었다. 그리고, 제2차대전후의 일본국 헌
법에 의해 상징되는 아메리카법적 정치체제와 시민생활과의 사이에서도 괴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 ｢씌어진 법｣과 사회행동의 차원에 있어서의 ｢살아있는 법｣과의 사이의  

｢괴리｣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 괴리는 그 뒤 어떤 식으로 일본적 

변용을 받아왔을까. 그리고, 현재, 그 괴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혹은 해소되고 있

는가. 다시 말하자면, 일본과 같은 비법적인 전통사회의 질서와는 이질적인 내용
을 가진 법을 외국(특히 선진자본주의사회)으로부터 섭취 내지 계수한 경우에, 

그들 법이 수행하는 사회통제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들 법과 비법적인 전통사회

와의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성립되며, 그들 법과 비법적인 전통사회와의 사

이에 어떠한 상호조정의 과정이 진행하는가.52) 다음 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

으로부터 이들 외국법이 오늘날 법규범뿐만 아니라 법기능의 면에 있어 어느 정

도 일본 고유법 속에 토착화하거나, 혹은 거꾸로 일본적 변용을 받아왔는가를   
｢國制史的 變動｣과의 관련에서 고찰하기로 한다.53)

Ⅱ. 중국법의 향

1. 중국의 국가제정법은 秦漢이후,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律｣(형법전)을 중심

으로 발달해왔다. 3세기말의 西晋에 이르러, 행정상의 제도나 규칙 등으로 이루

어지는 ｢令｣이 제정되어 律令竝存의 시대가 시작된다. 율령은, 본문은 그대로 손
을 대지 않고 ｢格｣이라고 하는 勅令에 의해 사실상의 개정이 행해지고, 율령을 

시행하기 위해 정해진 세칙규정인 ｢式｣에 의해 보충이 이루어지곤 했다. 이러한 

律令格式體系는 隋나라의 文帝가 開皇律令格式을 제정했을 때(583)에 완성된다. 

52) 川島, 전게(주 38), 5.
53) 石井, 전게(주 43), 231-32(法觀念 내지 法意識은 ｢歷史的 土壤에서 길러지는 歷史的 

形成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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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나라는 이것을 답습한데 지나지 아니한다.54) 율은 중국에 있어서의 刑法典의 
극치로 여겨지며, 秦漢 이래의 국가제정법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唐律ㆍ律疏는 “단지 唐나라시대의 하나의 史料로서의 의의를 가
지는데 그치지 않고, 中國的 法思惟라고도 할만한 것이 唐나라라고 하는 한 시대
를 빌려 여기에 그 가장 집약된 단정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일컬어진다.55)

魏志倭人傳 에 의하면, 耶馬台國의 여왕 卑弥呼의 시대(弥生時代)에는 道敎의 
향이 보여지고, 6세기까지에는 儒敎, 佛敎도 전래한다. 法史的으로는 603년의 冠

位十二階와 604년의 十七條憲法의 제정을 경계로, 불문고유법의 시대로부터 율령

시대 =중국법 계수의 시대에로 변천한다. 646년에는 大化의 ｢改新의 詔｣가 내려
지고, 정부는 이 방침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여 唐나라를 모델로 한 율령에 의한 
중앙집권국가의 체제를 점차로 형성해 간다. 이 율령국가체제는 天智天皇의 近江
令, 天武天皇의 飛鳥凈御原令을 거쳐 文武天皇의 701년 刑部親王, 藤原不比等 등
에 의한 ｢大寶律令｣에서 일단 완성을 보게 되며, 718년의 養老律令이 이를 이어 
확립되게 된다.56) 家永三郞에 의하면, “大化의 改新과 律令制度의 이론적 지주로
서 새로 들어온 대륙사상인 유교의 정치철학이 관념상으로 무게를 주고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또한 朝廷이 불교신앙에 열광한 결과, 불교의 인도주의적 도

덕정신이 위정자의 머리 속에 침투되고 있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57)

唐나라의 제도를 섭취한 大寶律令에는 의무의 관념밖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
다. 율령가운데서, 律은 형법에 해당하고, 기본적으로는 唐律을 그대로 모델로 
한 것이었지만, 律에 규정된 형벌은 모법인 당율보다 경감되어 있었던 것은 일본
의 고유문화를 생각하는데 있어 주목할만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조직이

나 국가통치에 필요한 사항(조세, 노역, 관리의 복무규정 등)을 정한 令은, 일본

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것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조

54) 八重津洋平, “故唐律疏議”, 滋賀秀三編, 中國法制史, 173-75(1993).
55) 滋賀秀三, “譯註唐律疏議(1)”, 72 國家學會雜誌, 30-34(1958).
56) 陳壽, 三國志(3世紀末)의 魏志 卷30 東夷傳중, 倭人에 관한 記述 = 魏志倭人傳(鬼道[呪

術]을 일삼으며, 곧잘 大衆을 眩惑시킨다); 石井, 전게(주 50), 3; 石井良助, 日本法制
史槪說, 62-65(1960). 福永光司說에 의하면, 古代日本에 佛敎이전의 宗敎로서 道敎思想
이 傳來하고 있었다고 한다. 즉, ｢卑彌呼가 鬼道 를 잘 한다고 魏志倭人傳 에 쓰여

지고 있지만, 鬼道 는 成立期의 道敎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이러한 点으로도 道敎는 
彌生時代에는 日本에 들어 있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道敎의 傳來에 관해서
는, 福永光司, “鬼道と神道と眞道と聖道 ― 道敎の思想史的硏究”, 1980 思想 9月號.

57) 家永, 전게(주 51), 25; 福永光司, 道敎と日本文化, 7-8, 225-26(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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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李朝에까지 채용되고 있었던 科擧制度가 일본에 계수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쨌든, 7세기의 大化의 개신부터 율령제도의 건설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은 明治維新과 더불어 일본사에 있어서의 2대전기라 할 수 있다. 유

신과 더불어 율령제로의 대변혁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중국대륙, 唐文化와의 대규
모의 접촉에 의한 충격 없이는 생각될 수 없었을 것이다.58)

특히 7세기 이후, 唐制를 모델로 한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에로의 재편성이 행해 
졌다. 하급관료의 조직까지, 그 명칭은 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제를 모방한 것

이라 일컬어진다. 물론 “내재적인 역사적 성숙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압의 계

기 없이는 그만한 정도의 제도적 개혁 ― 적어도 그러한 변혁의 절박성의 자각

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외압이라든가 국제적 충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밖

으로부터 침략된다고 하는 좁은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라, 이질적인, 그나마 이제

까지의 일본과 비교하여 상당히 고도의 문화와의 접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접촉이라는 것은 ―아무리 일방적인 충격일지언정― 몇 백년의 상이한 전

통을 가진 구조적으로 상이한 이질적인 문화권과의 접촉의 문제”인 것이다. 大化
改新 이전의 ｢氏性國家｣의 체제는, “大化朝廷에 의한 畿內를 중심으로 한 蘇我氏
나 物部氏 등과 같은 제 호족의 느슨한 통합체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天皇家도 호족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체제로부터 大化改新이
라는 쿠데타를 거쳐 황실을 정점으로 하는 太政官制, 즉 중앙집권체제로서의 율
령국가에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氏性國家와 律令國家와의 사이에는 국
가제도로서 상당히 커다란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제로서 보면 “양자 

간에는 의외로 연속성이 있고, 중복하고 있음”을 알게 된 셈이다. 唐制를 모델로 
한 대규모의 제도개혁의 결과, 氏性國家의 단계에서의 나라만들기(國造)라고 하는 

지방의 반독립된 호족은 제도로서는 폐지되고,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國司ㆍ群司
라고 하는 地方官制度에 의해 대체되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나라만
들기가 그대로 눌러 앉아 郡司가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율

령제로의 변혁은 일종의 ｢법률혁명｣이며, 법제가 위로부터 급격하게 바뀌어진 것

치고는 사회적인 체제는 그다지 바뀌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는 연속성

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관료제의 태내로부터 ｢莊園的 土地所有｣가 발달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율령적인 公地公民制度와는 모순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순

된 사회제도가 일찍부터 나타난다. 그 한도 내에서는 율령체제가 빠른 단계에서 

58) 丸山, 전게(주 1), 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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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로부터 공허화하며 변질되어간 셈이다”. 이것은 토지소유관계만이 아니고 관

제상으로도 그러했다. “律令制는, … 관공서의 조직까지도 唐制를 모델로 했음에
도 불구하고, 그 관제는 역시 일찌감치 변질을 받게 된다”. 令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의 ｢令外官｣이라 불리는 관직이 그것이며, “이것이 더욱 더 중요한 역할

을 차지하게 된다”. 內大臣, 中納言, 參議, 藏人頭, 檢非違使 등은 그 예이다. “예

외적이어야 할 令外官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다”, “攝官制의 등장
은 이러한 현상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攝政도 關白도 기원은 역시 중국”이고, 

중국에서는 ｢임시적인 관직｣이었으나, 일본에서는 ｢상설적인 정치기관｣으로 되어 

변신한다.59)(丸山眞男)

8, 9세기에는 법제도의 정비도 크게 진척되었다. 그 때까지도 律令의 조문을 
보족ㆍ개정하기 위한 ｢格｣이나 格의 시행세칙적 성격을 지니는 ｢式｣이 다량 나
타나고 있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格의 형식을 사용하여, 단지 부분적 개
정에 그치지 않고 律令制의 基幹을 건드는 것과 같은 개정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율령제의 근간을 이루는 班田收受法이 723년의 三世一身法과 743년의 墾田永世
私財法에 의해 환골탈퇴된 것은 그 하나의 예로 일컬어진다.60) 이에 수반하여, 

式도 점차로 格의 시행세칙적 성격이 강해져 갔다. 그리하여, 格式은, 본래 律令
의 하위규범이었지만, 점점 상대적으로 독립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율령

에 대신하는 법전으로서의 格式의 편찬이 格式상호 간의 저촉을 조정할 필요성 
때문에 嵯峨天皇의 弘仁格式, 淸和天皇의 貞觀格式 및 醍醐天皇의 延喜格式에 의
해 이루어졌다. 이들 격식에 의해 율령이라고 하는 ｢不磨의 大典｣은 그대로 존치
시킨 채로 일본의 고유법 측으로부터 율령의 수정이 베풀어지게 된다.61) 그리고, 

令의 조문 해석을 공식적으로 통일시킨 ｢令義解ㆍ令集解｣(令의 주석서)도 작성되

었지만, 이들은 법치국가로서의 체재를 정비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일컬어진

다. 중국에서는 律令 가운데서 律이 중시되어, 학자나 실무가의 논의도 이것에 
집중되고 있었는데 대하여 일본에서는 행정법규인 令이 오로지 주목되고 있어,  

｢令의 集解｣, ｢令의 義解｣ 등의 상세한 주석서가 만들어졌지만, 律에 대해서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서는 律令國家의 시대로부터 이미 형

59) Id., at 117-20.
60) 林紀勝, “律令法”, 牧ㆍ藤原編, 전게(주 36), 36.
61) Id.; 弘仁格式序 ― “律以懲肅爲宗, 令以勸誠爲本, 格則量時立制, 式則補闕拾遺, 四者相

須足以垂範”(類聚三代格(10-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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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도 행정적인 것에 의거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일는지도 

모른다.62)

2.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율령이라 불리는 중국의 법전을 기본적으로 계수한 

제정법이 奈良ㆍ平安時代이후, 格式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수정을 받으면서도, ｢씌

어진 法｣으로서 일본의 기본적인 법전으로 된다. 그러나, 鎌倉時代에 접어들면, 

1232년에 北條泰時에 의해 幕府法의 기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초권력적인 ｢道
理의 法｣인 ｢關東御成敗式目｣(貞永式目)이 제정되고, 室町幕府 아래에서도 式目追
加(개별법령)에 의하여 기본법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으로부터 섭취된 律令은 점차로 해체되어, 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종래의 중국의 법률이 점차로 변화를 받아 그 내용이 일본적

으로 되어간다. 그리고 和與(和解)는 특히 막부의 권장하는 바이기도 하 다.63)

法이 非法으로 화하는 계기는, 德政令에서 볼 수 있다. 1297년의 永仁의 德政
令, 足利義政이 내린 德政令 같은 것은 그 예라 할 수 있다.64) 전국시대가 되면, 

중국적인 것은 거의 법률의 면으로부터 모습을 감추고, 今川氏의 ｢今川家假名目
錄｣, 伊達氏의 ｢塵芥集｣, 信玄家法으로서 알려진 武田氏의 ｢甲州法度之次第｣, 長
曾我部元親의 ｢百箇條｣, 六角氏의 ｢六角氏式目｣ 등 일본의 法源史상 특이한 존재
인 전국시대의 分國法이 일본에 고유한 것을 전면에 나타나게 한다. ｢喧嘩兩成敗｣의 
원칙은 그 하나이다. 喧嘩兩成敗는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자는 쌍방 모두 ｢理
非｣를 묻지 않고 처벌한다고 하는 고유법적인 발상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것은 

“분쟁 그 자체가 악으로서, 이것을 권력의 폭력으로 제거한다”라고 하는 농경민

형의 발상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兩成敗이라고 하는 법규
범을 지탱하고 있는 법리는, 등가주의 내지 상호주의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65) 이와 같이 戰國武士(大名)는 分國法에 喧嘩兩成敗를 규정함으로써 재
판권을 장악하려 하 고, 실제에도 ｢理非｣의 판단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의 판

62) 石井, 전게(주 3), 261.
63) 石井, 전게(주 3), 264; “鎌倉時代의 武士 = 在地領主層의 法意識에 의하면, 裁判에 있
어서 ｢理非｣나 ｢是非｣를 분명히 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었다”, 石井
紫郞, “中世の法と國制に關する覺書”, 日本人の國家生活, 83(1986); 石母田, 전게(주 
36), 292-94.

64) 大木, 전게(주 42), 170.
65) 砂川和義, “分國法”, 牧ㆍ藤原編, 전게(주 36), 159, 162; 水林彪, “｢日本的法意識｣の歷

史的基礎”, 35 法社會學, 104(1983); 石母甸, 전게(주 36),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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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일방적으로 정지하여, 일체의 私的인 폭력행사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일컬어진다. 전국무사는, 이와 같이 독점한 재판권을 스스로의 전제적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하려 하 다. 법으로부터 비법에로의 전

화의 계기는, 이러한 喧嘩兩成敗法에 있는 것으로 일컬어진다.66)

이상의 鎌倉幕府, 室町幕府와 戰國武士에 의해 대표되는 중세의 ｢莊園的 封建
時代｣는 ｢式目法時代｣라고도 일컬어져, 고유법을 부활시킨 시대로서 위치지어지
고 있다.67)

3. 근세의 織豊政權時代를 맞이하면서도, 德政은 계속 행하여졌다. 喧嘩兩成敗
法은 무사이외의 장에서도 전용되게 된다. 사실, 江戶時代의 근대화는, 동시에 古
層이 되살아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중세로부터 근세에로의 전화는, 국가와 법의 

모습에 극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江戶시대의 幕藩體制에 있어서의 주
종관계는, 定量的인 雙務契約的ㆍ互酬的 性格을 가지는 서구의 Lehen制에 있어서
의 그것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따라서, 근세일본은 Lehen制를 매개로 하는 봉건
국가에 비유하기보다는 幕府를 정점으로 하는 실질적인 통일국가로 보는 쪽이 
실체에 가까운 것으로 일컬어지다.68)

그러나, 幕藩體制는 지난날의 귀족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왕권력을 지탱하는 상
비군과 행정의 손발이 되는 관료를 옹립한 서유럽의 절대주의국가와는 달리, 귀

족층에 대응하는 무사가 그대로 군대와 관료를 겸한 체제 다. 다른 한편으로, 
首都經濟圈과 이에 통합되어 존재하는 局地的 經濟圈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사회가 성립하게 된다. 이리하여 근세 江戶時代가 되어 비로소 시장경제사회가 
체제적으로 확립되며, 정당한 권력을 장악한 완성된 국가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 

시장경제사회와 관료제국가의 성립에 의하여 법은 고도로 국가의 법이라는 형태

를 취하게 된다.69)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막번체제 아래에 있어서의 법이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 江戶時代에 徂來學이라는 형태를 지닌 法家的 政治思想이 대두하여, 종래의 

66) 石井, 전게(주 43), 79이하. “그 경우의 喧嘩 라 함은 어디까지나 物理的인 鬪爭을 
의미하며, 따라서 喧嘩를 걸어왔어도 그에 대해서 防戰하지 않는 者는 처벌받지 아니
한다. 이 점에서 喧嘩兩成敗法은 實力行使 내지 自力救濟의 완전한 의미에서의 禁止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石井, 전게(주 3), 268. 大木, 전게(주 42), 178.

67) 石井, 전게(주 50), 3.
68) 石井, 전게(주 43), 233-36; 水林림 , 전게(주 65), 36-37.

6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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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治의 세상으로부터 法治의 세상이 된다고 하는 近代化意識이 조성됨에 이른다. 

다만 江戶시대의 법은, 오로지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法度, 触書와 
같은 제정법령이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서구의 절대왕정 아래에서 司法
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었던 관습법이 제정법령(王權의 勅令)에 대치한 것과 

같은 것은 생겨날 여지가 없었다. 또한, 금전채권을 비롯하여 사인가의 분쟁해결

을 재판소에 구한다는 것은 ｢나라를 번거롭게 한다｣는 것으로, 권리로서는 생각
되고 있지 아니 하 다.70)

8대장군 德川宗吉는 江戶의 ‘마찌부교’(町奉行)에 大岡忠相(1677-1761)을 등용

하고, 스스로 재판에 임석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산적하는 소송을 처리하

기 위해 급증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 간에서 해결하는 ｢借相對濟金
令銀｣을 발령하여 소송사건의 정리를 행하려 하 다. 이 內濟勸獎이 金公事에 한
하지 않고 地境論, 水論 등 木公事를 포함하는 出入物(‘대이리모노’ =민사소송)일
반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內濟는 근세기의 민사적 
재판에 있어서 일관하여 쓰 던 원칙이었던 것으로 일컬어진다. 행정과 사법이 

확연히 구별되고 있지 아니했던 당시로서는, 奉行도 ‘효죠슈’(評定衆)도 재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까지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金公事를 잘라내어 버리
는 것은 사무의 간소화에 불가결한 것으로 추측된다.71) “內濟가 강하게 권장된 
배경에는, 사적분쟁에 관한 재판은 위정자의 은혜적 행위라고 하는 사상과 함께 
재판기관의 불비ㆍ비능율이나 實體私法의 미발달 등의 사정이 있었지만, 이것이 

또한 ｢權利｣의식이나 ｢法｣관념의 발달을 저해하게도 되었다”라고 일컬어진다. 이 

內濟의 전통은 明治이후에도 勸解 내지 調停의 제도로서 승계되어 간다.72)

또한, 公權的인 裁許에 있어서도, 개별적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이 중시되며, 大
岡政談의 三方一兩損的 發想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규에 지나치게 구애됨

이 없이 구체적인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는 것이 이상으로 여겼다. 그리고, 幕

70) 石井, 전게(주 43), 236-38.
71) 神保文夫, “幕藩法 ― 裁判制度”, 牧ㆍ藤原編, 전게(주 36), 240-43; 大木, 전게(주 42), 

202-03.
72) 神保, 전게(주 71), 244. 또한, 1742년에는 ｢公事方御定書｣를 제정하여, 그 때까지 慣

習法에 의하고 있었던 訴訟節次에 대하여 制定法化함과 동시에, 刑事의 面에서도 緣
坐制를 완화하고, 拷問을 제한하거나, 본보기主義로부터 敎化主義에로의 전환을 꾀하
다. 이것은 德川時代의 최대의 立法이라 불리고, 그 下卷은 주로 刑法의 規定으로서 
｢御定書百箇條｣라는 이름으로 明治初年까지 施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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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法과 각 藩幡의 법과의 사이에는 긴장ㆍ대립관계는 거의 볼 수 없고, 각 藩과 
마을의 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 여러 집단의 규범 상

호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사

고의 등질성을 반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등질적 사회의 共感文
化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義理規範이 성립되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이와 같이 막

번체제 아래에서의 법은, 그 법관념과 법의식이라는 점에서 서양의 법과는 상당
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73)

江戶시대 후기가 되면, 江戶儒學(당초부터 修正主義的이었다), ｢漢意｣를 버리고 
일본 고래의 정신(자연의 감정 ｢마고고로｣ = 眞心)에 복귀할 것을 주장하는 國學 
등의 향 아래 가꾸어져온 종래의 법사상이, 洋學 특히 蘭學의 일반적 보급과 
개국이라고 하는 사회정세의 격변에 유발되어 점차로 서양법사상에 향해 눈을 뜨

게 된다. 그때까지의 일본인을 지배해온 전통적인 법관념 내지 법의식은 사회규
법으로서는 오히려 禮에 중점을 두고, 강제규범으로서는 주로 형법(律)과 관의 행

동을 규제하는 공법적 규범(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지나지 않으며, 서양법이 그 

基幹的 부분으로 발전시켜온 사법의 관념은 거의 알지 못한 것으로 일컬어진다.

“중국의 형사절차의 골격은, 秦ㆍ漢시대로부터 이미 유죄의 재판은 본인의 자
백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自白必修主義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율령제도에 어느 정도 향을 주었는가는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

니지만, “적어도 江戶시대 후반기가 되면 取調中心主義 가 주류를 이루고, 또한 

起訴便宜主義 , 宥罪確保主義 의 붕아적 현상이 보여지게 된 것”으로 일컬어진

다(松尾浩也).

서양적인 私法의 관념은 투쟁적 사회관의 산물이라고 한 설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의 인간이 농경을 위하여온 비투쟁적 사회 속에서 사법의 관념

이 생겨나기 어려웠던 것은 오히려 당연했을는지 모른다. 1841년에 水野忠邦이 
당시의 蘭學者에게 번역을 명한 것도 ｢和蘭憲法｣이며 ｢和蘭刑法｣이었다는 것은, 

전통적인 율령적 발상으로부터 반드시 자유롭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74) 이상과 같은 織豊政權과 江戶幕府에 대표되는 근세의 ｢藩村的 封建
時代｣는 ｢触書法의 시대｣라고도 일컬어지며, 고유법을 발전시킨 시대로서 특색지

73) 石井, 전게(주 43), 240, 245 fn. 10.
74) 野田良之, “近代日本法思想史の問題點”, 野田良之ㆍ碧海純一編, 近代日本法思想史 

27-28(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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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75)

이와 같이, 중국의 고유법시대에 있어서도, 그리고 근세의 고유법발전시대에도, 

“律令의 향이 인정되지 아니했던 것은 아니지만, 율령을 탈피함으로써 이러한 

시대가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거니와, 그것이 율령의 발전이 아니라 율령의 쇠

퇴에 의한 고유법의 부활과 발전이라는 형태를 취한 것이 주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76)

이상을 요약하면, 일본의 고유법은 지난날 大化改新를 전후하여 중국법계의 
향을 전면적으로 받았으나, 그 뒤 점차로 고대의 고유법이 부활 발전하여 독자적

인 법체계를 형성함에 이른다. 환언하자면, 古代와 中代를 통하여, 대부분은 일본

국토에서 발생 발전한 법, 즉 고유법이 행해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륙과

는 조선반도를 거쳐 접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일본의 

고유법은 특정한 시기를 빼고는 외국법의 향을 받는 일이 적어, 독자의 자연적
인, 그나마 내용 풍부한 발전을 다한 것이며, “세계법제사상으로 보더라도, 독특

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77)

4. 그렇다면, 고대․중대와 근대(서양법계수의 시대)를 분리하는 시기(법의 계

수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이루어진 시기)는 어느 시기일 것인가? 일설에 의하면, 

老中 堀田正睦이 조정에 대하여 日美修好通商條約調印의 칙허를 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大老 井伊直弼이 칙허 없이 그것에 조인한 安政 5년(1858)으로부
터 大政奉還(1867)에 걸친 시기라고 한다.78) 1858년 6월 이른바 일미수호통상조

약이 체결되지만, 그것은 일본 측에 관세자주권이 없고, 아메리카 측에 사재판

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기 때문에, 이 조약개정을 둘러싸고 서양법제의 도입

이 초미의 문제가 되었다. “문명국민은 문명국의 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으

며, 일본의 법체제가 반문명국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는 한은 治外法權은 철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미제국의 논리 다. 명치유신 전야에 씌어진 西周의 
百一新論 은, 徂來學의 계보를 끄는 法家的 政治思想을 체현하고, 義理, 緣 등으
로부터 독립된 법치주의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책으로 일러진다.79) 명치유신과 함

75) 石井良助, 전게(주 50), 3.
76) Id., at 5.
77) Id.
78) Id., at 1-3.
79) 西周, 百一新論(1874), 大久保利謙編, 西周全集第一卷, 227, 258, 275(1960); 長尾龍一, 
日本國家思想史硏究, 93(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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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막번체제는 소멸하고, 새로이 유럽대륙법이 섭취됨에 이른다.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 근세법의 법관념 내지 법의식(법에 관한 사고방식)이 소멸되어버린 것은 

아니다.80)

Ⅲ. 대륙법의 섭취

1. 쇄국상태 아래에서 발전해온 일본의 사상․문화는, 開國이라고 하는 ｢外壓｣
에 의해 격변한다. 幕末로부터 명치유신에 걸친 시기는, 大化改新과 더불어 일본
사상 二大轉機이다. 근대에의 사상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81) 서양법을 

모델로 한 성급한 법전편찬사업은 치외법권( 사재판권)의 철폐와 관세자주권의 

회복(협정관세의 철폐)이라고 하는 불평등조약(1858년의 日美修好通商條約ㆍ安政
의 5개국조약)개정이라는 정치목적으로 명치정부에 의해 착수되었다. 1868년부터 

법전정비(1898년 ― 新民法의 제정)까지의 시기는, ｢立法的 攝取｣내지 ｢法典繼受
｣의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는, 그 뒤의 ｢法學的 攝取｣내지 ｢學說繼受｣의 
시기와 구별된다.82)

2. 먼저, 정부는 1868(明治 1)년 3월에 ｢五箇條의 御誓文｣을 공포하여 새로운 
國策을 제시하고, 4월에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政体書｣를 제정하여, 국

가권력을 太政官에 집중시킴과 동시에 아메리카合衆國 憲法의 大統領制를 본떠, 

그 권력을 立法, 執行, 司法의 삼권으로 분립시켰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政体
書에서 볼 수 있었던 아메리카流의 형식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일본의 古制가 
강조되기 시작함과 더불어, 立憲政體의 실질은 오히려 국流의 議院內閣制를 채
용하는 방향에로 향한다.83)

당시 독일은 아직 통일적인 法典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法典法主義
의 서양법제를 섭취하려면, 프랑스法制에서 배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명치정

80) 石井, 전게(주 43), 231.
81) 野田, 전게(주 14), 4.
82) 北川善太郞, 日本法學の歷史と理論, 24-29(1968).
83) 政體書 ― “一 天下의 權力은 太政官에 귀속한다. 즉 政令이 두 길로 나가는 憂慮를 
없게 함이요. 太政官의 권력을 분라하여 立法ㆍ行政ㆍ司法의 三權으로 하다. 즉 偏重
의 憂慮를 없앰에 있다”, “一 立法官은 行法官을 兼할 수 없다. 行法官은 立法官을 兼
할 수 없다”; 吉井蒼生夫, “明治國家と近代法の形成―中央集權的國家機構の整備”, 牧ㆍ
藤原編, 전게(주 36), 262, 263; 藤原明文, “明治國家と近代法の形成―憲法編纂の準備”, 
牧ㆍ藤原編, 전게(주 36), 324, 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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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프랑스의 법학자 Boissonade를 초청하여 각종의 법전을 기초시킴과 동시에, 

프랑스의 관료적 司法制度를 도입하게 된다. 일본의 大審院은 프랑스破毁院(cour 

de cassation)과 명칭은 다를지언정, 재판소의 구성과 절차는 프랑스破毁院의 그
것을 모방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당시의 일본의 控訴裁判所이하의 재판소
의 명칭은 프랑tm의 재판소의 명칭과 전적으로 동일할 정도 다(控訴재판소 =

tribunal d'appel; 始審裁判所 = tribunal de premire instance; 治安재판소 = justice 
de paix).84) 다른 한편으로, 江戶시대의 內濟는 프랑스의 conciliation(화해)의 

향을 받아, 재판관이 본인 자신의 출두를 구하여, 定規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
의 의사에 의거한 화해에 의한 해결을 권장설득하는 勸解制度가 되었던 것으로 
일컬어진다.85)

법전의 기초에 관해서는, 먼저, 1870(明治 3)년에 新律綱領, 1873(明治 6)년에 

改定律例가, 養老律, 御定書, 明ㆍ淸律 등을 참작하여 제정되었으나, Boissonade의 
입법활동은, 먼저 형사면에 쏟아져, 1880(明治 13)년에 舊刑法과 治罪法(형사소송

법)으로 입법화된다. 형사법에 이어서, 이른바 舊民法도 1890(明治 23)년에 완성

되었다. 그러나, 그 전년, 프로이센 憲法을 모델로 한 大日本帝國憲法이 발포되게 
되어, 기타의 법전도 프랑스法系로부터 독일法系로 변용함에 이른다.86)

우선, Boissonde의 손에 의한 구민법은 프랑스民法典에 따른 것이었지만, 法典
論爭을 거쳐 재편성되고, 1898(明治 31)에 완성을 본 신민법(현행민법)에 있어서
는, 독일民法 第1草案의 향을 강하게 엿볼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상법

(Roesler), 민사소송법(Techow), 재판소구성법(Rudorff)은 처음부터 독일인에게 편

찬을 위촉하고 있으며, 형법도 1901(明治 34)년의 초안에서 독일형법이 모델로 

되고, 또한 형사소송법도 1922(大正 11)년의 전면개정에 있어 독일법이 참고로 

됨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 이하의 이른바 六法의 모든 분야에서 독일형의 
법전을 가지게 되었다.87)

84) 三か月章, 法學入門, 71-72(1982).
85) 淺古弘, “明治國家と近代法の形成―裁判所の創設と訴訟節次”, 牧ㆍ藤原編, 전게(주 36), 

313, 320.
86) 石井紫郞ㆍ水林彪, “法と秩序”, 日本近代思想體系(1992); 吉井蒼生夫, “近代法體制의 

成立―法典論爭”, 牧ㆍ藤原編, 전게(주 36), 351; 小野淸一郞, 日本法理の自覺的展開, 
120-21(1942)에 의하면, “明治維新이후에 있어서의 西洋法의 繼受에 있어서 전혀 新規
의 것은 私法이었다. … 특히 私法的인 ｢權利｣의 觀念과 같은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고 할 수 있다.”

87) 野田良之, “日本における外國法の攝取”, 14 現代法, 169-7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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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민법에 관하여, 岩田新, 日本民法史 는 “그 직접의 모범이 된 것은 

독일민법 제1초안인 것은 다투기 어려운 사실이며, 일본민법은 동초안의 재판이

라 평가되었다”고 한데 대하여,88) 星野英一은 “일본민법전(前三編)에 대해서 계보

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독일민법(초안)보다는 프랑스민법이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했다.89) 구조의 면에서 보면, 신민법전은 穗積陳重의 方針意見書에 의거하여, 구

민법과 같은 Institutionen식이 아니고, Pandekten식을 채용하여 Sachsen민법의 편
별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체계로서는 독일민법 제1초안에 따라 구민법을 재구성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Pandekten식의 채용은 親族編을 권리의 주체의 규정으
로부터 분리시킨 다음, ｢戶主와 家族｣의 규정을 모두에 두는 것을 가능케 하
다. 이와 같은 민법편찬의 구상은, 穗積의 法律進化論의 발상에 크게 향을 받

고 있었던 것으로 일컬어진다.90) 또한, 법률행위론을 비롯하여, 총칙, 일반조항, 

물권과 채권의 준별, 법인 등 독일민법의 향이라 생각되는 것이 적지 않다. 그
리고, 이 독일적인 테두리 안에서 구민법의 규정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살려 존속시키려고 했다. 예컨대, 체계적으로는, 물권ㆍ채권을 나누

면서도 물권변동은 프랑스법에 따라,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를 채용하고, 또한, 

불법행위법에 있어서도, 독일법과 같은 개별적구성을 취하지 않고, 프랑스민법 

제1382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구성(민법 709조)을 채용하고 있는 것 등은 그 

예이다. 따라서 일본민법은 프랑스법적 내용 내지 체질의 것이면서도, 독일법적 
체계 내지 테두리 안에서 치장을 하고 있다고나 할 수 있는 혼혈아적 성격을 가

지는 것으로 일컬어진다.91)

3. 이상의 ｢입법적 섭취｣내지 ｢법전계수｣의 시기의 뒤에, 민법제정(1898)으로

부터 1912(大正 1)년까지의 ｢法學的 攝取｣내지 ｢學說繼受｣의 시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에는 민법전 기타의 제법전은 독일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는 

신앙이 일본의 법학계를 지배함에 이르게 된다. Pandekten법학을 통하여 논리적
으로 정비되어진 독일의 법해석학은, 일본의 법학자나 법실무가의 훈련의 대상이 

되어, 그 법해석이론이 일본의 법률의 해석에 기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독일법이 불법을 압도하고, “독일법이 아니면 법이 아니다”라고 하

88) 岩田 新, 日本民法史, 46(1928).
89) 星野英一, “日本民法典に與えたフランス民法の影響(1)”, 3 日佛法學, 2(1965).
90) 利谷信義, “近代法體制の成立―明治民法の成立”, 牧ㆍ藤原編, 전게(주 36), 357-58.
91) 奧田昌道, “日本における外國法の攝取―ドイツ”, 14 現代法, 218, 223, 226(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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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풍조를 낳게 됨에 이르 다. 大正의 초기에는, 일본의 민법과 독일민법과의 

사이에는 거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까지 되었다고 일컬

어진다. 이것이, 일본법에 있어서의 독일 Pandekten법학의 ｢학설계수｣라 불려졌던 

현상이다.92)

이와 같이, 명치유신 이후의 유럽법의 섭취는, 기술적으로 극히 곤란한 문제를 

많이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시일 동안에 정확하게, 그나마 원활
하게 행해진 배경에는, ｢幕末이래의 蘭學 → 洋學의 고난에 찬 준비｣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문화 일반에 대해서도 많은 향을 미친 기독교선교사

(신교구교 가리지 않고)의 활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幕末로부터 명
치 초년에 걸쳐 개시된 일본법의 法化 ㆍ근대화는 현실에 있어서는 유럽법의 충
실한 모방이라는 형태를 취하 다. 조약개정이라고 하는 정치목적달성의 전제조

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일본법의 法化가 놀랄만한 스피드로, 그나
마 거의 固有法 측으로부터의 저항 없이 행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주목되지 않
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법의 계수의 형태는, 이것을 과거에서 찾는다

면, 아마도 독일에서의 中世 로마法繼受의 그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는지.93)

이와 같이하여 일본의 국가법은 명치유신을 경계로, 제도적으로는 전통적인 고

유법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한 유럽법을 계수하는 것으로 된다. 穗積陳重은 1904

(明治 37)년에 제1판을 간행한 Lecture on the New Japanese Civil Cod as 
Materials for the Study of Comparative Jurisprudence에 있어서, 일본법은 중국법

계로부터 유럽법계로 옮겼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 주의를 끈다. 그러나, 법제도

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법문화적으로 말하자면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94)

4. 이상의 ｢法典繼受｣와 ｢學說繼受｣를 통하여, 전통적인 非法的 社會에 있어서
의 法化(Verrechtlichung)의 현상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일본이 자주적으로 개정할 
수 없는 타율적인 不平等條約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셋부구’(切腹 = 死刑) 등의 

제도를 폐지하고, 구미제국과 도일한 법전을 정비하는 것이 불가결한 조건으로 

되었다. 그러기 위해 명치정부는 비법적인 일본의 전통사회에 근대사회의 서양시

92) 野田, 전게(주 87), 172; 奧田, 전게(주 91), 229; 北川, 전게(주 82), 27-28.
93) 野田, 전게(주 87), 162.
94) 穗積陳重, 比較法學硏究의 資料로서의 新日本民法(英文). 穗積은 이 속에서, 世界의 法

秩序를 系譜學的 方法에 의하여, 印度法族, 中國法族, 回回法族, 英國法族, 羅馬法族, 
게르만法族, 슬라브法族의 7法族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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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섭취하는 것(“非法的” 社會의 法化라고 하는 현상)이 급선무라고 생각하

게 된다.95)

전통사회의 법화에는, 지난 날 唐의 律令制가 모델로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근대사회의 특정의 법 모델을 필요로 하 다. 그 모델로서 당시 생각되어진 

것으로는, 開成學校, 英吉利法律學校 등에서 강의되고 있었던 국법, 司法省에 
설치된 明法寮(훗날의 司法省法學校)에서 강의되고 있었던 프랑스법, 헌법제정 때
에 君權的 立憲制의 규범으로 되었던 독일법이었다.96)

당초는, 新律綱領, 改定律例롸 같이 養老律, 御定書, 明ㆍ淸律 등을 참작하여 
형법이 제정된 적도 있었지만, 점차로 프랑스법, 나중에는 독일법의 모델에 따라

서 法化作業이 행해져간다. 1889(明治 22)년에는, 독일형 입헌군주제를 천황제의 

모델로 하여 大日本帝國憲法이 공포되고, 다음해 1890(明治 23)년에는 ｢보아소나

드民法典｣이 프랑스민법전을 모델로 하여 기초되었지만(구민법), (호주와 가독상
속의 규정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家｣ = ‘이에’를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순풍미

속인 가족제도(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에 뒷받침된)를 파괴한다고 하는 비판(정치

적 다툼) 때문에 실시가 연기되어, 1898(明治 31)년, 編別體系상으로는 독일민법 
제1초안을 모델로 하고, 구민법 가운데서 내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채용하여 재편성되었다. 山縣有朋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지방제도의 개혁은, 

자연촌을 파괴하고, 토지매매의 해금은 일본의 전통적 공동체인 ‘무라(마을)’의 
해체를 촉진하게 한 결과, 지주는 전통적 공동체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명치정부는 또 하나의 전통적 공동체인 ‘이에’의 해

체를 저지하기 위하여 親族相續法 속에 ‘이에’의 제도를 남기는 의도적 노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 경우, 家族制度라고 하는 전통적 가치를 온존하기 위하여 
국법, 프랑스법(Boissonade 안)이 아니라, 어느 쪽인가 하면, 독일법이라고 하는 

특정의 모델에 의거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인지(穗積八束의 國體論과 불
가분의 관계에 있는 封建的 家族制度로서). 요컨대,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서양

법제를 거의 전면적으로 섭취함에 이르지만, 독일형 입헌군주제를 모델로 하여 

天皇制(國體)와 家族制度(특수 일본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만은 온존하려고 한 

점이 주목된다. 동일한 경향은, 1922년의 구형사소송법(大正 11년 법75)에서 인

95) 長谷川正安ㆍ利谷信義, “日本近代法史”, 14 現代法, 35-40(1966); 利谷信義, “明治國家
と近代法の形成―條約改正と法典編纂の準備”, 牧ㆍ藤原編, 전게(주 36), 331-38.

96) 野田良之, “日本における比較法の發展と現狀(1)”, 89 法協, 1262-65(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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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있었던 전전의 독일流의 ｢豫審制度｣에도 엿볼 수 있다. 이 糾問主義적인 
예심에는 수사당국의 취조를 위한 拘留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며, 20일 간

의 구류기간 중은 아메리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보석금의 적용은 없었

다. 이상은, 비법적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온존하기 위하여 서양법제의 특정의 

모델을 섭취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97)

그러나, 특정의 모델을 섭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통사회의 비법적인 벽이 두
껍고 일본적인 변용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忠ㆍ孝를 기초로 하는 천황제, 

(혼인동의권, 거소지정권 등과 같은 家長의 戶主權에서 볼 수 있는) 家父長制的 
家族制度, 實體刑法의 主觀主義的 傾向,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양정의 재량의 

폭(단일의 살인죄), ｢손어림을 하는｣ 기소편의주의 관행 (1922년의 구 형사소송

법의 명문화) 등은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98) 늦어도 江戶시대 후반기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형사재판은 치 한 취조에 의한 진실의 발견과 피고인에 의한 

죄책의 승인(자백)을 중핵으로 한다”라고 하는 取調中心主義, 당시 이미 萌芽的 
現象을 볼 수 있었던 기소편의주의와 유죄확보주의는 명치기를 통해 온존되었고, 

오늘의 일본의 형사절차에까지 연속성을 보존하게 된다.

그리고, 특정의 모델에 따라 입법에 의한 법화가 행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主
從의 恩情的 關係｣와 같은 온존하고자 하는 전통적 가치를 법화하지 않는 부분
으로서 의도적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더불어 勸解라고 
하는 일본적 제도는 폐지되고, 재판소는 ｢흑백을 가리는｣ 재판을 하는 곳으로 되

었다. 서양의 재판제도를 모델로 한 명치 이후의 재판제도는, 분쟁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쟁점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 확정적인 것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Entweder order: all or nothing)라

고 하는 兩者擇一的(二項的)인 형태로 판단되어짐으로써 분쟁이 해결된다. 그런데 

일본인은, 민사상의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소송 내지 第三者의 裁定이라는 방법
을 회피하는 특별한 성향을 가진다. 일본인은 직접의 소속집단(세로사회)에 있어

서의 세로의 지배비호ㆍ공순관계 내지 가로의 공동체적ㆍ일체적 관계 속에서, 상

97) 川井健, “日本の家族”, 神島二郞ㆍ澤木敬郞ㆍ所 一彦ㆍ淡路剛久編, 日本人と法, 167 
(1978); 利谷, 전게(주 90).

98) 平野龍一, “刑事被告人と社會―日本刑法の諸相―”, A. T. von M ehren編ㆍ日米法學會
編譯, 日本の法(中), 105, 119(1966); 長島敦, “刑事被告人と社會―日本における刑事司
法の運營―”, Id ., at 133; 安部治夫, “刑事被告人と社會―日本における刑事司法の治療
的ㆍ豫防的側面―”, Id., at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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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상응한 조정과 화의 존중에 의하여 질서유지를 꾀하며, 다툼이 생기더라도 

분명하게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삼가고, 간청 내지 암시에 그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國家法과 이러한 질서관념의 괴리
는 사법제도의 불비(佐々木吉男) 내지 국가의 사법개혁의 결과(熊谷開作)와 더불

어, 일본인의 소송회피경향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인자라 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연한 도전이며, 싸움을 거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금 調停을 재판소의 업무로서 제도화함에 이른다. 도시의 借地ㆍ借家紛爭에 
관한 調停을 정한 1922(大正 11)년의 借地借家調停法. 전통적인 지주ㆍ소작관계

와 법화되어진 민법상의 賃貸借關係(개개의 권리관계로 분해된다)를 둘러싸고 법

외적 실무의 관행이 생겨, 大正중기의 소작쟁의 격화의 대책으로 제정된 1924년

의 小作調停法, 1926년의 商事調停法과 勞動爭議調停法, 1932년의 金錢債務臨時
調停法 등과 같은 공적인 화해절차(調停)가 그것이다. 이들 조정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분쟁을 권리의무관계로서 처리하는 것을 회피하고, 다툼을 ｢둥 게 끝내어｣, 

당시 이미 분쟁을 ｢둥 게 끝내는｣ 힘을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린 유력자에 대신

하여 재판소를 배경으로 하는 調停委員會에 ｢둥 게 끝내주는｣ 기능 내지 역할

을 담당케 하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일컬어진다. 이들은,　江戶시대의 勸解의 현
대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들을 정리통합하여 1951년에 民事調停法이 
됨에 이르 다. 이들 일련의 입법조치는 법외적 분쟁해결을 일본의 사회에 정착
시키는 되돌림現象(非法化現象)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것은, 보존하고자 하는 전통적 가치를 법외적 실무의 관행을 형성함으

로써 온존해온 行政指導(행정절차법상의) 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의 공법적 규제는 행정적인 관리기구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사

실, 통첩행정과 행정지도는 여전히 유효한 행정수단으로서 실효적인 위력을 발휘

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권력적 뒷받침의 존재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시민 측
에도 사실상의 피구속감이 있어, 그것이 법적 의식으로까지 승화하는 경우도 적

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행정작용의 약 8할이 

행정지도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행정지도라고 하는 행정형식이 광범하게 더구나 

빈번하게 쓰여져 오고 있다. 그것은 본래,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에 속하는 사

항에 대해서, 특정한 개인, 公私의 법인ㆍ단체 등에 비권력적ㆍ임의적 수단을 가
지고 작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혹은 협력 아래 행정기관이 바라는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향하여 그들을 유도하는 일련의 작용”을 의미하거니와, 현실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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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실상의 강제력이 작용함으로써 일본에서는 공법적 가치를 법외적으

로 형성하기 위해 극히 커다란 실효성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근대시민법으로서의 민법의 입장에서는, 계약은 성립하는가 않는가의 兩
者擇一이며, 그 중간이란 존재하지 않을 터이지만, 일반시민의 법감각에서 말하

자면, 계약이 성립했는가 어떤가, 그리고 언제 성립했는가 등에 대해서는 명확성

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문제가 생기면, 확정된 권리의무를 주장함이 없이, 그때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는 것을 실제세계에서는 암묵의 전제로 하여 왔다. 이러한 

경향은, 상인간ㆍ기업 간의 상거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우선 첫째

로 계약을 잠정적인 결정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Cooling-off 제도(割賦販
賣法, 訪問販賣法, 宅建業法, 生命保險契約, 個別割賦購入斡旋標準約款), 소매점이 

물건산 사람의 반품요구에 응하는 관행 등은 이러한 발상에 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로, “일본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극히 간단하여, 계약내용 가운데 

중요한 요소만을 규정하는 것이 많다.” 가내노동자와 고용주와의 관계, 공사청부

의 계약관계, 신원보증계약 등은 그 예라 할 것이다. 일본의 涉外法律事務所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에 외국법인이 있는 경우와 일본인끼리인 경우에 사용하는 계

약서를 구별하고 있는 것도 저간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로, 일본에서는 

“장래 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誠意協議條項 내지 圓滿解
決條項을 많이 볼 수 있다.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확정적인 것으로 보는 서양의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성의협의조항은 넌센스한 것으로 비친다. 그러나, 계약서

에서 결정된 권리의무까지도 반드시 확정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는 일본적인 법

관념 내지 법의식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함으로써 ｢다툼을 물에 흘려버리는｣편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는, 성의협의조항은 “일본의 계약의 가장 중요한 혁신이며, 따라서 일본에서는 

仲裁는 행해지지 않으며, 하물며 재판도 이에 적합하지 않고, 調停이 애호되어 
국가법상의 제도로서 확정되어, 그것이 크게 이용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제 던 農業水利權, 溫泉利用權 등도 법률에 규정하
지 않음으로써 관습법적 해결에 맡기고 있는 면이 있는 것일까.99)

99) 川島, 전게(주 38), 163f(調停), 87f(契約); 田中, 전게(주 43); 成田, 전게(주 43), 1942
년의 戰時民事特別法은 모든 民事紛爭에 대하여 調停에 돌리는 것으로 하 다. 神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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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외적 사정이 판례 기타에 의하여 재판소 등의 법적분쟁의 장에 가져

오게 됨으로써 법적인지를 받는 일도 있다. 법외적으로 정부의 행위(행정재량)로 

인정되게 되는 統治行爲論에 관한 행정판례(駐留軍違憲判決), 일본의 종신고용적

인 노사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엄격한 解雇判例 등은 그 예라 할 것이다.100)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는 도시자치의 전통을 가진 유럽과는 달리, 고독한 도회

인의 생활에 고유한 질서원리가 없으며, 그 틈을 타서 서양법제가 질서의 외형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일본 고유의 세로사회의 밖에 있는 타인의 

세계는, 義理人情이 통하지 않는 無規範의 세계이며, 거기에 밖(外)의 권위에 의

한 타율적 규범 즉 서양법제가 존재의의를 가지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명치정

부는, ‘이에’(家)를 남기고 ‘무라’(마을)를 파괴하는 정책을 취한 결과, 일본인은 이 

도시 속에 ｢제2의 ‘무라’｣를 만들려고 해왔다. 거기에서는 擬似家族的 共同體가 
企業一家, 終身雇用制企業과 같은 반 구적인 그물코(網目)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사회 고유의 원리가 법에 의한 보완을 

필요로 했던 면도 있어, 일본인은 ‘무라’사회 내지 세로사회의 보완으로서 서양법

을 계수해 왔다고 하는 지적은 주목할 만 하다.101)

이리하여, 전통사회의 법문화가, 명치유신 이후의 법화현상에도 불구하고, 부분

적으로 남겨져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입법자가 아무리 포괄적 계수를 지향하

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유법을 남김 없이 배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102)

Ⅳ. 아메리카법의 계수

1. 野田은 일본법의 법계적 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르네ㆍ다비드

교수의 분류에 따를 것 같으면, 일본법은 로마ㆍ게르만법계(famille romano- 

germanique)에 속하고 있다. 이것은 構造를 문제로 하는 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103)

라고. 그러나, 법구조 내지 법제도라는 점에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일본

他編, 전게(주 97), 20.
100) 小西國友, “｢終身雇用｣の法理”, 神島他編, 전게(주 97), 257.
101) 神島二郞, 전게(주 32); 中根千枝, 전게(주 32); 長尾, 전게(주 79), 86-96, esp. at 93.
102) 野田, 전게(주 87), 177-81. 
103) 野田, 전게(주 8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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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로마ㆍ게르만법계(대륙법계)의 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제2차

대전 후에 있어서 아메리카법의 대량계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대전 후의 점령기에 있어서 아메리카법을 모델로 하여 기초된 제 입법은, 

그 양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점에 있어도 일본의 법제의 기본적인 부분

에 연관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헌법, 경제법, 노동법, 형사소송법을 비롯
하는 아메리카公法의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진다. 이들 전후의 입법조치는 戰前ㆍ
戰中의 일본의 계급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킨 것으로 일컬어진다.104)

2. 전후의 법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이 1946(昭和 
21)년에 제정된 일본국헌법이다. 일본국헌법은 국(連合王國)의 불문헌법과 아메

리카합중국헌법을 모법으로 하여 기초된 것으로 일컬어진다. ｢천황제｣, ｢국회제｣

와 ｢의원내각제｣는 국의 불문헌법을 상기시키지만, ｢기본적 인권｣과 이를 보장
하는 ｢사법제도｣는 아메리카합중국헌법을 모델로 한 것이 많다.105)

전후의 헌법사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일은 ｢法의 支配｣(rule of law)의 확립일 

것이다. 법의 지배의 이념은, 아메리카에서는 ｢법 아래에서의 통치｣(government 

under law), ｢법의 우위｣(supremacy of law)와 같은 문언을 써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법의 통치｣라는 이념은 일본국헌법 제3장 ｢국

민의 권리와 의무｣ 제6장 ｢사법｣ 및 제10장의 ｢최고법규｣의 장에 실정법화되어
있다.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과 그것을 보장하는 위헌입법심사, 헌법의 최고법

규성과 헌법존중옹호의 의무가 그것이다.106)

통치기구의 면에서는, 사법제도에 아메리카헌법의 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헌법재판소 내지 행정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미공법의 樣式形成的 標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나 할는지. 통상재

판소에 의한 법령 내지 행정처분의 사법심사권을 규정하는 제81조는 Marbury v. 
Madison(1803)107)에 연유하는 것이며, 이것을 제도화하고 명문화한 것은 아메리

104) 田中英夫, “日本における外國法の攝取―アメリカ法”, 14 現代法, 290-91(1966).
105) 高柳賢三, 英國公法の理論: 緖言, 1(1948).
106) 日本國憲法 제81조, 제98조, 제99조. 天皇의 地位를 “國民의 總意에 基한다”고 한 同
제1조의 規定도, “英國의 國王이 그러하듯이 天皇도 法 아래에 있다”(케이디스 行政部
長)라고 하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指摘도 행해지고 있다. 田中英夫, 憲法制
定過程覺書, 221(1979).

107) 5 U.S.(1 Cranch) 13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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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형의 附隨審査制를 채용했음을 의미한다.　일본국헌법 제76조와 제81조의 두 

규정에 의하여 구헌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강대한 권한이 사법부에 주어

지게 되었다.108) 다른 한편으로, 기본적 인권, 그 가운데서도 자유권에 관한 규정

은 많건 적건, 아메리카헌법의 향을 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인권에 관한 아메리카의 헌법판례와 헌법이론이 일본의 헌법판례 내지 학설에 

준 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109)

다음으로, 대일본제국헌법 아래에서의 행정법은, 전후 아메리카행정법의 향

을 받아 어떻게 변용하 을 것인가. 아메리카행정법에서는, due process에 의거한　

｢고지(notice)와 청문(hearing)을 핵으로 하는 행정절차｣와 ｢행정행위의 사법심사｣

가 그 중심이 되어 왔다.110) 그 향을 받아 일본의 전후개혁도 행정절차의 문제

를 중심으로 전개해 간다. 이 행정절차를 낳게 한 배경에는, 일본 측에도 독일적 

사고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일컬어진다. 때마침, 아메리카에서는 
1946년에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제정을 보게 된다. 따라

서, 일본점령정책 속에 행정절차규제가 등장하여온 것은 당연한 경과이기도 하

다. 그러나, 1993년에 성립된 행정절차법은 독일법, 프랑스법과 더불어 아메리카

법도 참조되었음에 그치고, 아메리카법의 약식절차에 상당하는 부분을 일본 나름

대로 정비하도록 시도한 것에 지니지 아니하다고 일컬어진다.111)

유럽대륙제국에서 사법이라 할 것 같으면, 민사와 형사만을 가리킨다고 생각되
어 왔지만, 일본국헌법 아래에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한하지 않고 행정사건

에 관한 재판도 포함됨과 더불어 전전의 행정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의 설치

와 종심으로서의 행정기관에 의한 재판이 금지되게 되었다.112) 행정절차의 문제

와 더불어 점령정책의 중심이 된 것은, 전문기술적인 제4권적 기관인 ｢獨立規制
委員會)｣(independent reguratory commission)의 설치이다. 이 행정위원회는, 일반 

행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처분권한 등의 행정적 권한 이

108) 木下毅, アメリカ公法, 85-88(1993).
109) Id., at 87-92. 전반적으로는 伊藤正己, “日本國憲法と英美憲法” 600 ジュリスト, 150 

(1975). 前後半世紀에 있어서의 아메리카憲法의 繼受와 그 日本的 變容을 다룬 論文으
로서는, 戶松秀典, “憲法”[1995-2], アメリカ法 참조.

110) 1 K. Davis, Administrative Law Treatise, 17-24(1978).
111) 鵜飼信成, “英美行政法と日本法”, 600 ジュリスト, 192, 193(1975).
112) 司法審査에 의한 사후적 구제보다도 行政作用 그 자체가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行政

節次를 확립하는 것이 요청되게 되어, 행정에 대한 私人의 권리구제가 전면으로 나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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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구치제정과 같은 準立法的 權能과 쟁송의 심결과 같은 準司法的 權能을 병
유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일본의 행정위원회는 이것을 모범으로 하여 발

전해 온 것이다. 전후 창설된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인사원 등은 그 

예이다. 어느 것이나 아메리카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증

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등을 각각 본뜬 합의제관청이다. 이 행정위원회는 준사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헌법 제76조 제

2항 후단). 따라서 그의 판단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중요

한 것은 행정절차와 사법심사와의 관계 ― 그 가운데서도 사법심사의 사정범위

의 문제이다. ｢實質的 證據의 法則｣(substantial evidence rule)은 그 중심을 이룬

다. 행정조직법의 분야에서는, 또한 전통적인 독일流의 官廳槪念의 바탕 위에 제
2차대전후의 아메리카流의 機關槪念이 도입되었다.113)

이상의 것 외에, 조세법, 교육법, 환경법, 정보공개조례, 개인정보보호조례, 행

정조사의 적정절차화( 장주의), 새로운 행정목적달성수단(행정상의 공표, 과징

금), 정부계약(일반경쟁입찰원칙) 등에도 그 향을 엿볼 수 있다.114)

각론적 분야라고 할 경제법의 역에서는 어떠할 것인가. 1947(昭和 22)년에 

제정된 ｢경제헌법｣으로도 불리는 ｢私的 獨占의 禁止와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은, 1890년의 Sherman Act, 1914년의 Clayton Act, 1914년의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연방거래위원회법) 등과 같은 아메리카의 反트러스트법과 그 해
석에 관한 판례법을 체계적으로 통일화하는 형태로 섭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3

倍賠償과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하는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형사ㆍ민사
의 준별론 등을 이유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의 원칙도 섭취되는 일은 없었다.115) 다른 한편으로, 사적 독점 혹은 부

당한 거래제한을 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

113) 公益事業委員會, 電波管理委員會, 公安委員會, 選擧管理委員會, 敎育委員會 등도 그 
예이다. 1948(昭和 23)년에 설치된 證券去來委員會는 1952년에 폐지된다. 그 사이에도 
大藏省의 關與가 컸었다고 한다.

114) 木下, 전게(주 108), 94-95. 畠山武道, “租稅法―シャウプ勸告の再評價を中心に―”, 
600 ジュリスト, 208(1975); 鈴木愼一, “敎育制度”, 600 ジュリスト, 216(1975); 川崎市
情報公開條例(昭和 59년 3월 30일 條例 제3호), 川崎市個人情報保護條例(昭和 60년 6
월 29일 條例 제29호), 行政上의 ｢公表｣라함은, 行政指導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의 이름 등을 공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115) 田中英夫ㆍ竹內昭夫, 法の實現における私人の役割, 140, 9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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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청구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결정의 상태에 둔다

(26조)고 하는 따위의 발상은 아메리카의 反트러스트법에는 찾아볼 수 없다.116)

그리고 실시기관의 면에서도, 아메리카의 경우는, 연방거래위원회, 사법성 反트
러스트部, 기능적으로는 國際貿易委員會 등이 중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다원적구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하여, 일본의 경우는 모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

회에 일국집중화되고 있다.117) 또한, 아메리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 懲罰的 損
害賠償, 금지명령 등 사용되는 법적수단이 다양화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의 경

우에는 일본에 전통적인 행정지도에 의지하는 바가 많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은 

獨禁法시행 후 수건을 헤아릴 뿐이다. 일본의 독금법도 독금법에 위반한 자의 무

과실배상책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독금법 위반행위적발의 인센티브를 사인에게 

주는 것과 같은 3倍賠償의 제도를 잘라버린 것은 민형사 준별론에 의한 탓도 크
지만, 행정기관이 법의 집행을 독점하려고 하는 일본의 관료제도에 의하는 바가 
적지 않게 있다고나 할 수 있을는지.118)

이와 같이 약간의 차이는 엿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큰 줄

기에 있어서는 아메리카의 反트러스트법(당시의 Harvard 학파의 생각을 받아 들

다)을 거의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르텔이

나 再販의 적용제외제도, 持株會社禁止, 總付景品規制 등, 일본법밖에 없는 법제

도 있었다. 더구나, 독점에 대한 규제는 아메리카본국에 있어서 보다도 더 강화
된 것이었다. 이러한 탓도 있고 하여 당초의 독점규제는 2년 후에는 벌써 수정되

는 운명을 걷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 체결 후 더욱 가속
화되어, 독금법개정, 적용제외입법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소극적 적용 

등에 의해 독점금지법 그 자체가 점차로 부실한 것으로 되어간다.119) 독금법의 

집행면에서는, 입법의 차원과는 달리, 양국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볼 수 있다. 일본

에서는,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주도형 내지 관민협조형의 경고, 주의 등에 
의한 집행이 일반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에 과징금을 과하거나. 가격

116) Id., at 4-5.
117) 松下滿雄, “美英獨占禁止法と日本”, 600 ジュリスト, 283(1975).
118) 獨占禁止法 제25조-26조; 民法 제709조. 田中ㆍ竹內, 전게(주 115), 4-5, 153.
119) Y. Kanazawa, “The Regulation of Corporate Enterprise: The Law od Unfair 

Competition and the Control of Monopoly Power,” in A. T. von Mehren, Law in 
Japan, The Legal Order in a Changing Society, 480(1963); 松下滿雄, 經濟法槪說, 81, 
221(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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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입찰단합 등에 형사청구의 고발을 행하는 등 정식의 법적조치를 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에 속한다. 특히, 日美構造同盟協議의 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집행의 면에서 법의 실현에 있어서의 사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거의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120)

또한, ｢규제철폐｣(deregulation)에 대한 아메리카法의 향은 어떠했을까. 독금

법은 본래 규제철폐를 요청하며, 규제철폐는 독금법의 적극적 집행을 요청한다. 
제정당초는, 독금법 내지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규제의 철폐가 행해진 일도 있었

다. 아메리카의 public corporation을 본뜬 公社, 公團, 公庫형태의 채용은 그 일환
으로 행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1985년의 전기통신, 국철, 담배의 

역에 있어서의 경쟁원리의 도입과 3公社의 민 화를 들 수 있다. 규제철폐를 촉

구한 요인으로서, 일본에 시장개방을 강요한 日美構造問題協議의 외압은 극히 큰 
것이었다. 이 점에 관하여, 비용편의 분석,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2분법 
등의 향은 크다. 그러나, 현실의 집행ㆍ운용의 면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확연한 

것이 있다.121)

증권거래의 분야에서는, 아메리카의 1933년의 Securities Act와 1934년의 

Securities Exchange Act를 본떠 증권거래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동법을 운용하

는 행정위원회로서 월街의 경찰관이라 불린 SEC를 본떠 증권거래위원회가 설치

되었다. 또한, 아메리카에서는 1933년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은행의 증권업무
금지가 일본에서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주목을 끈다. 어쨌든 일본

의 증권거래법은 반세기간에 걸쳐 아메리카의 뒷발자국을 계속 밟아왔다. 그러

나, 일본의 증권시장의 공정성에 관한 enforcement의 방법에는 행정의 스타일 내

지 司法의 역할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가 눈에 뛴다. 1992(平成4)년의 證券去來 
等監視委員會의 설치 이전은, 대장성의 증권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이 도모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122)

노동법에 관해서도, 이른바 노동3법을 비롯하여 현행의 실정노동입법의 많은 

것이 아메리카法의 강한 향 아래 있었다. 전후 얼마 안 가서 1945(昭和 20)년

에 舊勞動組合法이 제정되고, 1949(昭和 24)년에 총사령부(GHQ)의 의향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구노동조합법을 경유하여 현행법에로 이어진 ｢조합원임을 

120) 根岸哲, “經濟法”(1995-2), アメリカ法; 田中ㆍ竹內, 전게(주 115), 173-77.
121) 根岸哲, “經濟法”(1992-2), アメリカ法.
122) 江頭憲治郞, “商事法”(1995-2), アメリ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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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하는 해고｣와 ｢黃犬契約｣을 금지하는 규정은 1898년의 Erdman Act, 당시

의 州制定法의 향을 받은 것이라 일컬어진다.123) 개정법은 1935년의 Wagner 

Act의 향을 받아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1947년의 Taft-Hartley Act는, 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까지도 인

정함에 이르 다는 점에서 그 사정범위는 넓다. 그 구제절차도 아메리카에서는 

형사적인데 대해서 일본에서는 민사적이다. 또한, 아메리카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의 고발(charge)은 연방노동관계국(NLRB =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 대

해서 행해지며, General Counsel 하에서 태반의 사건은 해결되지만, 거기서 해결

되지 않는 경우에는 administrative law judge(행정법심판관) 아래 hearing에 회부

되며, 그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에 대한 행정소송은 합중국항소

재판소에 대해서 행해진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

위원회에서 사실의 조사가 행해지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재판소에 대해서 
행해진다. 또한 아메리카의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適性交涉單位(bargaining unit)制
도 일본에 정착되는 일은 없었다.124) 1947(昭和 22)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도 

1930년의 Fair Labor Standards Act의 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사용자가 해고예

고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재판소는 “미지급금 외에 이와 동등액의 부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그 향을 받은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125) 이들에 대해서, 1946(昭和 
21)년에 성립된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아메리카노동법의 향은 직접적인 형태

로는 볼 수 없지만, 職業安定法, 勞動者災害保障保險法, 公共企業體勞動關係法, 

緊急失業對策法 등에는 총사령부의 의향이 반 되어 있다. 또한, 1985년의 男女
雇用機會均等法의 제정에 있어 고용상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Civil Rights Act의 

존재가 의식되어, 그것이 동법 제정의 간접적인 유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은 사실

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없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126)

123) Erdman Act, 30 Stat. 424, c. 370. sec. 10(1898). See Adair v. United States, 208 U. 
S. 161(1908).

124) 石川吉右衛門, “勞動法”, 600 ジュリスト, 273-74(1975).
125) Fair Labor Standards Act §169(b): 勞動基準法 제14조, 이 부가금제도는 日本法이 英

美의 2배액 배상제도를 채용한 드문 사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26) 國家公務員法, 地方公務員法, 公共企業體勞動關係法, 地方公營企業勞動關係法 등도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6(昭和 21)년의 勞動關係調整法 제40조는 
“사용자는, 이 법률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노동자가 행한 발
언 또는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행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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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아메리카의 법률가의 시사에 의해 기초된 노동 3법은, 그들의 제정에 

의하여 New Deal 이후의 아메리카노동법에 비견할만한 정도에까지 이르 다. 그

렇지만, 노동시장,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성질 내지 구조에 관해서는, 입본과 아

메리카 두 나라 사이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메울 수 없는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

적 차이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메리카의 노사관계가 ｢對決
型｣(confrontation model)을 취하는데 대하여 일본의 그것은 ｢協調型｣(cooperation 
model)을 취하는 점에서 양자는 대조적이다. 비대결적ㆍ협조적 노사관계를 반

한 일본의 기업내 노동조합, 아메리카의 ｢개입형｣(intervention)(교섭대표제는, 법

률주의적인 노사관계에의 개입을 필연화한다)에 대한 ｢비간섭형｣(hands-off)의 조

합자치 내지 조합민주주의 등의 전통은 일본적 법문화의 반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문화적 차이를 반 하여, 노동법의 해석과 집행ㆍ운용면에서의 

일미 간의 괴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127) 사회보장법의 분야
에서는, 1946(昭和 21)년의 제1차 생활보호법에 1935년의 연방법인 Social 

Securities Act 속의 공적부조에 관한 생각이 반 되어 있다.

형사사법에 눈을 돌리면, 아메리카법의 향은 형사절차, 교정보호법과 소년법

이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附則으로 勞動組合法 제11조 1항을 개정하여 이 불이
익취급행위를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로 하 다. 이 한도에서는, 아메리카法의 
향이 있었다고 할는지.

127) 부당노동행위의 實體規範의 측면으로부터 아메리카와 일본과의 차이를 보면, (1) 아
메리카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불가분의 제도로서 받아들어지고 있는 排他
的 交涉代表制가 일본에서는 채용되지 못한 결과, 사용자에 대하여 교섭의무가 가중
되는 결과로 되어 있다. (2) Taft-Hartley Act of 1947은, 노동조합ㆍ노동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밖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전제가 되는 교섭의무에 관하여, 그 
실체와 범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노동위원회와 그 운용절차에 관해서도, (1) 일
본에서는 노동위원회가 2심제로 되어 있다. (2) 노동위원회에는,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과는 별도로 쟁의조정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3) 노동위원회는, 3자 구성을 취하여 부
당노동행위사건에 대해서도 노사대표위원의 참여가 인정되어 있다. (4) 심사절차는, 
당사자주의적이기는 하지만, informal하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판소에 의
한 집행력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칠 것까지도 없이, 그 자체로 강행성이 있다. 그러나, 
구제명령의 내용편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재량의 범위와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 일
본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 제 28조의 단결권 등의 보장의 실정법화라고 하
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권리구제적이라기보다는 분쟁조정적인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일미 양 제도 간의 두드러진 차이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
다. 浜田富士郞, “勞動法”(1995-2), アメリ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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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진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인신의 자유에 관한 형사

사법상의 인권규정이 일본국헌법 속에 규정되기도 하여, 그 향은 극히 크며, 

개별적으로도 조문적 계보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이다. 불법구금을 금지

한 헌법 제34조에 의거한 人身保護法도 그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과 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코몬ㆍ로상 그 본질적 부분

으로 되어온 實體刑法으로부터는 거의 그 향을 받지 않고 있다. 전후에 있어서
의 아메라카법의 향에 관해 논하는 경우, 이와 같은 아귀가 맞지 않는 사태의 

경과를 어떻게 받아들여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法繼受의 문제가 
있다.128)

일본의 형사사법은, 범죄율이 구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粗暴犯에 
관해서는 아메리카의 약 6분의 1이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형법범 검거율은 약 

70%에 이르며, 그 유죄율은 99%를 넘고 있다. ｢精密司法｣이라 일컬어지는 소이
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의 희생 아래 능률성이 확보되

고 있다고 하는 면이 없는가 있는가이다. 구미, 특히 아메리카에서 형사재판이 

화화되는 경우, 공판 내지 예비심문절차에서의 交互審問節次가 다루어지고, 수

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조사가 중심이 되는 것은 극히 적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

서는, 경찰에서의 수사단계가 중심이 되고, 피의자의 자백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

이 많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구미의 형사재판에서는 피의자의 조사가 중심이 되
지 않고, 거꾸로 일본에서는 피의자의 조사가 중심으로 되는 것일까.

먼저, 형사절차로부터 보기로 하자. 체포 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가 주어져, 종전의 半糾問
主義적인 trial에 대신하여 彈劾主義的 節次가 도입됨에 이르 다. 이른바 직권주

의로부터 당사자주의에로의 변경이 그것이다. 당사자주의의 채용에 의하여 예심

이 폐지되고 공판중심주의로 바뀌게 된다. 공판에서는, 피고인심문제는 폐지되어 
당사자에 의한 交互審問이 도입되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사관에게도 반대심문

의 기술이 불가결한 것으로 된다. 그리고 또한 수사권한을 억제하기 위해 令狀主
義, 黙秘權, 自白法則 등이 제도화됨에 이르 다( 미형 형사소송). 그러나, 小陪
審 내지 大陪審에 의한 시민의 사법참가, 유죄답변 내지 답변거래의 활용, 검찰

관의 선거제 등, 일본과는 전혀 다른 면도 여전히 남아 있다.129) 이와 같이 표면

128) 일본국헌법 제33조-제39조. 內田力藏, “近代日本と英美法”, 600 ジュリスト, 12, 1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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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당사자주의가 계수되었지만, 배심제는 도입되지 아니했고, 傳聞證據法
則도 例外則을 대폭으로 인정하여 수사력은 여전히 수사기관에 집중되고(조사중

심주의: 자백필수주의), 석명권(의무)의 행사가 인정되는 등, 당사자주의를 지탱하

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내실은 職權主義에 가깝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형사사법은 대륙형과 미형의 절충형을 취하여, ｢수사ㆍ소추라고 하는 전반부의 

불거진 반당사자주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hetero-
geneous적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due process형과 homogeneous적 사회를 기반으

로 하는 實體眞實主義型의 반 이라 할 수 있을는지.130)

어쨌든, 일본의 ｢情密司法｣의 구조적 문제로서, 실체적 진실주의로의 과도한 

경사와 자백편중주의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인정, 증거수집의 기능과 심사기능적 

소추재량을 함께 가지는 검찰기구(23일 간에 걸치는 피의자의 신변구속, 면 한 

조사에 의한 자백채취), 변호활동에 대한 규제(피의자단계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인
의 불승인, 접견교통권의 규제적 운용, 검찰증거의 개시제한) 등이 있다. 이 조사

중심주의, 기소편의주의, 유죄확보주의라고 하는 발상은 에도시대 후기에 채용된 

이래로, 이미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셈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1949(昭和 24)년의 범죄자예방갱생법에 있어서의 가석방의 

parole화와 집행유예자 보호관찰법에 의한 probation의 채용은 교정보호법에 있어

서의 아메리카法化의 두드러진 예이다. 19세기말 시카고에서 창설된 소년재판제
도는 1922년의 구 소년법에 의해 일본에 섭취되었다. 구 소년법의 기본적 발상

은, 죄를 범한 소년과 장래 그 염려가 있는 소년을 보호처분에 회부한다고 하는 

점에 엿볼 수 있다. 이 소년재판소(당시는 ｢소년심판소｣라 불 다)는, 전후인 

1949년 이후는 가정재판소의 1부(소년심판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형사배심제와

는 달리 일본의 토양에 굳게 뿌리를 내려갔다.131) 이에 대하여, 實體刑法의 개정
은 일부 손질정도로 그쳤다. 따라서, 아메리카刑法의 계수는 주로 학설상으로 반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메라카에서는 1962년

에 ｢模範刑法典｣이 완성되고, 그 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아메리카형법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된다. 특히 미의 공리주의적 형법관은 책임능력, 범

129) 渥美東洋, “日美刑事法の比較硏究”, 日本比較法硏究所編, 比較法の方法と今日的課題, 
107(1990).

130) 田宮 裕, 現代の裁判, 132(1985). 보다 상세히는 同, 搜査の構造(1971).
131) 松尾浩也, “少年法”, 600 ジュリスト, 266(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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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주관적 요건(mens rea) 등의 역에서는 주목할만한 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negligence의 처벌). 포르노그라피, 성인 간의 동의 성행위 등 모랄에 반하

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피해자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의 비범죄화(decrimi-

nalization)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학설상의 향

을 별도로 하고는, 커먼로의 기본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實體刑法은 약간의 예
외는 없지 않지만, 제2차대전 후 일본의 실체형법에는 거의 향을 주지 않고 있
다고 보아도 상관없다.132)

3. 다음으로, 私法의 분야에서는 어떠할 것인가. 먼저 民法典에 관해 볼 것 같
으면, 그 전반의 이른바 재산법에 관한 부분의 손질은 비교적 미소한 것에 머물

지만, 새로운 헌법이 표방하는 ｢家｣제도의 폐지나 兩性의 평등의 요청(헌법 제

24조)에 대응하기 위해 민법 제4편의 친족법, 제5편의 상속법은 전면적으로 재구

성됨에 이르 다. 그리고, 그로부터 생기는 혼란에 절차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家
庭裁判所의 설치나 家事審判法의 제정을 볼 수 있었다. 自作農創設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도 연합국총사령부의 ｢농지개혁에 관한 각서｣에 의거하는 바가 컸

었다고 일컬어진다.133)

商法典에 관해서는, 특히 기업형태의 중핵을 이루는 주식회사제도가 독일형으

로부터 아메리카형으로 크게 고쳐졌다. 먼저 ｢회사의 운 기구｣면에서는, 1948년

(昭和 23)년에 유럽형의 그 때까지의 株金分割拂入制를 폐지하고, 아메리카형의 
株金全額拂入制를 채용한다. 1950(昭和 25)년에는, 소유와 경 을 분리하기 위한 

업무운 방식의 합리화를 위해 理事會를 법률상의 기관으로 하고, 그 때까지 주

주총회의 권한사항이었던 新株ㆍ社債의 발행 등의 권한을 理事會에 위양하고, 업

무감사는 이사회의 기능, 회계감사는 감사의 권한으로 하 다. 또한, 授權資本
(authorized capital)제도와 無額面株式(non par value stock)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자금조달이 기동적으로 행해지도록 하 다.134) 다른 한편으로, 주주권을 강화하

132) 大谷實, “實體刑法”, 600 ジュリスト, 251(1975); 田中裕, “過失に對する刑法の機能”, 
日沖憲郞博士還曆祝賀論集(1), 327쪽 이하(1966).

133) 三か月章, 法學入門, 92(1982).
134) 이와 같은 아메리카형의 理事中心主義는 1949(昭和 24)년에. 監事에 업무감사권이 
주어지고, 그 뒤 또한, 常勤監事, 社外監事, 감사회와 같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日本
的 變容이 불가피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아메리카의 理事會도 종래의 업무집행의 
최고기관이며 감사기관이기도 한 理事會로부터 독일의 감사회에 가까운 감사전문기관
으로 변질해 왔다. 江頭憲治郞, “商事法”(1995-2), アメリ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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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株式代表訴訟｣
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發行濟株式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

식을 가지는 주주에게 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부여하고, 다수파주주로부터 

소수파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주식매입청구권｣을 주고, 같은 취지에

서 이사 선임에 관하여 ｢累積投票制度｣를 채용함에 이른다. 이 개정은 일본의 회

사법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었다. 그 지침을 준 것은 주주의 보
호를 중시하는 일리노이주의 회사법이었던 것을 일컬어진다.135)

회사법과 소송법의 양면에 걸치는 문제로서는, 기업도산처리절차에 있어서의 

회사갱생의 창설이 있다. 1953(昭和 27)년에 제정된 會社更生法은 아메리카의 연
방파산법 속의 corporate reorganization의 규정을 참조하면서 재건의 가능성이 있

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사업의 갱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

나, 기업의 재건에 관한 결정권은 채권자, 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귀속하는가, 아니면 재판소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차이가 보여진다. 아메리카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데 대하여 일본은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136) 동시에 행해진 

파산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파산법상으로도 파산면책제도가 마련됨에 이르 다. 

이 제도는 1975년 이후, 소비자파산사건의 격증과 함께 정착해온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근래 일부면책이라고 하는 실부관행상의 일본적 변용을 볼 수 있다.137)

135) 理事會 ― 제230조의 2(現제230조의 10), 제260조; 理事의 책임을 추구하는 訴訟 ― 
제272조; 不正을 행한 理事의 解任을 구하는 訴訟 ― 제257, 267조; 株主의 會計帳簿 
閱覽權 ― 제293조의 6, 제93조의 7; 株式買受請求權 ― 제245조의 2 ― 제245조의 
4; 理事 選任에 관한 累積投票의 制度 ― 제256조의 3, 제256조의 4. 이러한 株主權 
强化政策에 대해서는 産業界는 1950년 당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왔다. 1993(平
成5)년에는 株主代表訴訟과 會計帳簿閱覽券의 法改正이 행해진다. 다른 한편으로, 약 
반세기 가까이 强行規定으로 되어왔던 累積投票制度가 1974(昭和 49)년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任意法規化가 됨에 이른다. 그런데, 1870년의 일리노이주의 주의회의원의 선출
방법으로서 고안되어, 그 주에 있어서의 會社의 理事 選出方法(少數派株主도 理事의 
포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比例代表制)로서 憲法상 강제되어온 累積投票制度가 
근래 아메리카에 있어서도 任意規定化 되어가는 경향에 있다. 그리고 昭和 25년 개정
에 의해 추가된 理事의 忠實義務에 관한 商法 제254조의 2(현 제254조의 3)는 理事을 
fiduciary(信託의 受託者에도 비견할만한 고도의 忠實義務를 지는 자)로 생각하는 英美
法的 발상으로서 주목되어질 것이다.

136) 일본의 會社更生法의 기본이념과 聯邦改正破産法 제11장의 절차와의 사이에는 “회사
의 繼續企業價値가 淸算價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계속기업가치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배분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도모한다고 하는 기본적 사고방식의 동

질성이 인정된다”라고 한다. 伊藤 眞, “民事節次法”[1995-2], アメリカ法.
137) 破産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파산자는, … 파산재판소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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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분야에서는, 1948(昭和 23)년에 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

리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민법 제261조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증인심문의 책임을 재판관으로부터 변호사에게로 옮긴다고 

하는 취지로, ｢交互尋問制｣가 마련되었다. 이들 개정은, 재판관은 소송의 진행을 

당사자에 맡기고, 될 수 있는 대로 게임의 심판원적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

는 當事者對抗主義의 기본이념을 섭취한 것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반대심문의 실
효성에 관해서는 실무가들 사이에 뿌리깊은 비판이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법관은 

판례에도 나타나게 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재판소

는 질문을 발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인가 하는 釋明義務에 
관한 전후의 판례의 동향은 주목할 만하다. 이른바 ｢繼續審理ㆍ集中審理｣의 필요
성의 강조도 미법이 가지는 또 하나의 향이라 볼 수 있다. 1950(昭和 25)년의 

民事訴訟繼續的 審理에 관한 規則은 그것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138)

4. 이와 같이 전후는, 아메리카법이 특히 公法의 분야에서 일본의 非法的인 전
통사회에 커다란 임팩트를 주어왔다. 그것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일본의 법문

화와의 접촉을 통해 어디까지 法化에 성공하고, 혹은 거꾸로 일본적 변용을 받아 

왔는가가 문제가 된다. 아메리카형의 법문화는, 다민족적 계층사회의 투쟁ㆍ결합

에 기초를 두는 ｢適正節次｣에 대표되는데 대하여, 일본형의 법문화는 등질적 평

등적 단층사화의 상호의존ㆍ타협에 기초를 두는 ｢實體的 眞實主義｣로 상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의 스타일 내지 사법의 역할에 기인하는 집행ㆍ운용의 

차이가 일미 간의 상이를 가져왔다. 전자에서는 rule 重視型의 事後的 複合規制가 
주류를 이루는데 대하여, 후자에서는 행정지도로 대표되는 非公式的 手段을 사용
한 官民協調型의 豫防管理型規制가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러한 법문화의 
반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

하여 ｢형사적 규제｣보다 ｢행정적 규제｣가 선호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는지.139)

다”(제366조의 2)는 것으로 되었다. 1952(昭和 27)년의 이 개정은 독일법을 본떠 파산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일본의 파산법에게는 획기적인 조치 다.

138) 民事訴訟法 제261, 제294조. 交互尋問制의 도입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으로 일컬
어졌다. 民事訴訟規則 제27조의 계속심리 내지 집중심리라는 사고방식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實務 속에는 정착하지 못했다. 田辺公二, 民事訴訟の動態と背景, 22(1965).

139) 기본적으로는, ｢株主｣를 기업의 지배자로 보는 아메리카의 회사와 ｢經營者｣내지 ｢管
理勞動者｣를 기업의 지배자로 보는 일본의 회사와의 차이도, 이러한 法文化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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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본법의 법계적 지위

1. 이 에서는, 일본고유법의 원형과 외국법의 계수의 문제를 주로 하여 法觀
念ㆍ法意識과 같은 ｢法文化｣의 관점에서 논하여 왔다. 이것은, ｢法制度｣나 ｢政治
的ㆍ經濟的ㆍ社會的背景｣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오

히려, 어떤 법제도의 특징적 성격을 비교법적으로 적출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와 ｢법문화｣의 양 측면으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법제도를 서양화하고, 오늘날 법이라고 하면 주로 서양화된 법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느낌조차 없지 않다. 이러한 法化現象에는 ｢서양에 의한 근
대화｣라고 하는 가치판단이 암묵적인 전제로 되어 왔다. 그 결과, “유럽의 철학

이나 사상이 때로는 歷史的 構造性이 해체되거나, 혹은 思想的 前提로부터 분리
된 部分으로서 마구 받아들여져” 왔다.140)

그러나, 일본인의 시민생활은 명치유신에 의해 과거와 완전하게 단절된 것은 
아니고, 그 생활의 흐름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간직한 채로 시민의 의식의 심층에

는 아직도 전통적인 생활양식이나 생활규범이 지속적인 ｢執拗低音｣(basso 

ostinato)으로서 강력하게 생존하고 있을 터이다. 거기에 민중의 법관념 내지 법

의식(living law) 과 국가법(written law)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의 사이에 갭이 

생기게 된다.141) 종래의 司法制度의 개혁이 여전히 서양법 모방의 선을 걷고 있
고, 그 개혁이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는 이러한 部分的 西洋
法繼受와 日本的 法觀念 내지 法意識이라고 하는 ｢근대법학이 잘라내 버려왔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을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간격을 메우는 작업은 일조일석으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일본문화의 무의식의 심층 내지 집단적 무의식의 바탕으로까지 파고 

들어가, 日本固有法의 古層을 파악하는 노력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142)

이해할 수 있을는지. 증권시장에 있어서의 融資去來銀行, 事業者의 선임과 관련되는 
社外監事ㆍ公認會計士에 의한 감사, 종업원으로부터 올라온 理事에 의해 구성되는 理
事會, 現場責任者兼理事, 短期의 理事在任期間, 株式持合 등과 같은 상호의존성이 강
한 株主總會 등, 내부로부터의 체크기능은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운 체질이 엿보이는 
것도 日本的 法文化의 반 으로 볼 수 없는지. 澁谷光子, “日本の會社”, 神島他編, 전
게(주 32), 211; 江頭憲治郞, “日本の會社と會社法”, 石黑他編, 日本法のトレンド, 59, 
특히 67 이하(1993).

140) 丸山眞男, 日本の思想, 14(1961).
141) 丸山, 전게(주 19) 153; 川島, 전게(주 38)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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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저, 일본법의 체계를 법구조적ㆍ법제도적으로 볼 경우, 어떠할 것인가. 野

田說과 같이. 일본법은 대륙법에 속한다고 잘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私見에 의
하면, 전후의 아메리카법의 계수를 실질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면, 일본법은 독일

ㆍ프랑스법을 핵으로 하는 ｢대륙법계｣와 아메리카법을 중핵으로 하는 ｢ 미법계｣

와의 ｢혼합법계｣로서 성격지울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법제도라 하는 것은 기계와 같이 자동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생생한 모습은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에 의해 생활의 규율을 받고 있는 

인간, 그 담당자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강하게 규제된다. Koschaker의 지적

에도 있듯이, “어떠한 입법자도 고유법에 일정한 활동범위를 남겨놓는 것을 면할 

수 없다. 가령 그가 포괄적 계수를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고유법을 남김 없이 배제할 수 있다고 하는 따위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을지라도, 그 적용을 받고, 장차 그 법을 적용하지 않
으면 안될 인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143)

서양법을 계수한 일본인은, 그것에 의해 법화되고 합리화되기는 하 겠지만, 

그 때문에 서양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법을 운용하고, 그 적용을 받는 것은 역

시 천수백년에 걸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일본인이다. 따라서, 그러한 법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능해온 일본법 ―그것은 국가법뿐만 아니라 생활규범의 전체를 

포섭하는 의미에서의―을 그 기능면에 있어서 보는 한, 그것은 서양법과는 상당
히 다른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문화가치를 지니는 일본법은 서양화된 법

이기는 하지만 서양법은 아니다. 일본법은 세계의 법체계 가운데서 어떠한 법문

화권에 위치지어져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법문화적 접근에 의해 일본법의 생생

한 모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의 일본의 비교법학자에게 과해진 중

요한 임무이다.144) 사견에 의하면, 법문화적으로는 ｢北東아시아 法文化圈｣ ― ｢
東아시아 法系｣ 가운데 ｢日本法族｣으로서 분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전통적인 법관념 내지 법의식은 정치ㆍ경제ㆍ사회생활의 서양화ㆍ근대화에

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시민 속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계수된 서양법

제 아래에서 그 현실의 기능을 비뚤어 ｢문자의 차원에서의 법률｣과 ｢행동의 차

142) 武田, 전게(주 24) 2-9.
143) P. Koschaker, Europa und das römische Recht, 145(野田譯).
144) 五十嵐淸, “比較法學と日本の法學”, 14　現代法,　321, 355-62(1966);　野田良之, “日

本における外國法の攝取”, 14 現代法, 166(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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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법률｣ 사이에 갭을 낳게 해왔다.

공법의 분야에서는 ｢행정지도｣, 민사의 분야에서는 ｢화해ㆍ조정｣, 형사의 분야

에서는 ｢기소유예ㆍ집행유예｣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일본형 분쟁해결스타일 내지 

방법은 ｢손을 대는｣ 일본사회의 농경민형 멘탈리티 내지 인간유형을 반 한 것

이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일본법은 ｢법제도｣적으로는 ｢대륙법계의 독일법족｣과 ｢ 미법계의 
아메리카법족｣과의 혼합법족으로 성격지울 수 있겠지만, 법목적의 실현을 위한 

짜임새와 그 실태의 전체를 커버하는 ｢司法의 運營｣(administration of justice),   

｢법기능｣(특히, 운용ㆍ집행면, 판결이냐 ADR냐) 내지 ｢법문화｣의 측면까지도 아

울러 생각할 것 같으면, ｢北東아시아 法文化圈｣ ― ｢東아시아法系｣ 속에서의 ｢日
本法族｣에 속한다고 보아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일본법은 ｢西洋法文化圈｣ 속
에 속하는 大陸法系(독일法族)와 英美法系(아메리카法族)의 혼합적인 法制度(쓰여
진 법, 실정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와 ｢北東아시아 法文化圈｣에 속하는 東아시
아 法系(日本法族)의 法文化(살아 있는 법, 운용ㆍ집행면에 나타나는 일이 많은)

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