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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회과학자가 본 법학연구〉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交感)을 위해* **

1)

梁 鉉 娥***

Ⅰ. 여는 말 

사회과학은 어떤 방법과 측면으로 법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혹은 사회

과학  사고는 법해석에 있어 필수 인 것일까. 법의 제정, 해석, 그리고 용이

라는 모든 활동이 사회 속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법학이 사회과학임을 의심

할 나  없지만, 법학은 그 방법론과 학문  계보, 역할 등 여러 차원에서 사회

과학 일반과 구분된다고 생각한다.1) 

그럼에도, 필자는 법학자 는 법실무가가 사회과학을 알아둔다면 ‘좋은 일’ 

혹은 사회과학은 법의 지평을 더 넓게 만들 것이라는 정도보다 사회과학의 법학

에의 활용은 보다 필수 으로 요청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회과학이란 매우 

넓고 다양한 역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듯이 

법과 사회과학의 토는 서로 겹치거나 매우 가까이에 있다. 법학과 사회과학이 

동시 에 개되는 사회 실과 인간행 에 하여 일정한 해석과 설명을 추구하

는 학문이라고 할 때, 양 지식체계가 서로 그 탐구방법이나 지식을 교류하지 않

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법해석과 사회학  사고의 은 무수히 있다고 보이지만, 이 에서는 아래

와 같은 세 주제를 통해 논의의 단 를 삼아볼까 한다. 먼 , 법  사건과 사회

학에서 보는 사실 확정(fact finding)의 문제, 둘째, 언어체계로서의 법이라는 문

 * 이 논문은 2006년 5월 29일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사회과학자가 본 법학연구" 학술회
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1) 이 생각에 관해서는 아래 글과 의견을 같이한다. 이철우,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미간행 발표문, 한국법철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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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둘째, 사건 혹은 행 를 둘러싼 맥락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의 기본 

자료는 사회이론과 결문이다. 한편으로는 사회이론이 제공하는 사실, 언어, 인

간행  등의 개념을 논의하고, 이러한 개념의 견지에서 몇몇 결문을 조명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은 법과 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필자

가 나름 로 이해한 법학  문맥에서 사회이론의 의미를 새긴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에서 이 에서 법학과 사회학간의 교류의 방향은 일방향이 아니라 방향

이다.

Ⅱ. 사실 확정(fact finding)의 문제

법에 있어서 사실확정에 한 문제제기는 법 실주의로부터 배울 이 많다고 

보인다. 이에 먼  법 실주의의 논의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1. 법 실주의(legal realism)의 감각

법 실주의는 1920-30년  미국에서 발흥한 법학 사조로서, 사회학  법이론의 

진 로서 성격 지워진다. 법 실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홈즈(Holmes) 

법 은 법학자들에게 그들의 작업이 사회 실(social reality)에 하여 편향되지 

않은 경험  연구, 특히 사회학  연구에 기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

다.2) 법 실주의의 표  인물들로서 르웰린(K. Llewellyn), 랑크(J. Frank), 오

리훤(H. Oliphant), 쿡(W. Cook), 코헨(F. Cohen), 빙햄(J. Bingham)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법 실주의’ 학 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견해 간 편차가 크지만,3) 이들의 법학을 통 법학과 구별할 수 있는 

은 아래와 같다.

법  사건의 단이 이미 존재하는 법규범의 용이라는 믿음은 단히 추상

 2) Georges Gurvich, Sociology of Law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2001, 
pp.156-157.

 3) J. Frank, Law and the Modern Mind(New York:  Coward-M cCann), 6th ed. 1946, 이 
책의 서문에서 프랑크는 legal relaism에서 realism이란 철학적 의미에서 현실주의와 
완전히 무관하며 오히려 ‘건설적 회의론 constructive skeptics’ 혹은 ‘건설적 회의주의 
constructive skepticism’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법현실주의에 있어 
현실주의자란 ‘실험주의자 experimentalists’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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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비 실 이라는 것이다. 법 실주의자들이 보기에,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은 오히려 해당 사건의 사실 계와 그게 련된 법규범의 선정 등 ‘구체 인’ 사

안에 한 단이다. 따라서 추상 인 법규범의 용 못지않게 요한 일은 ‘살

아 있는 사건’에 한 내용을 악하고 단하는 일이다. 이 게 법 실주의자들

은 특정 결을 법의 해석에 의해 도출되는 삼단논법에 의한 연역  귀결로 보

는 것에 반박하고, 법규는 법원이 특정한 사건에서 특정한 결론을 내도록 지침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재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힘(social forces)을 인

식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 다면 법 해석과 사실 확정이 실제로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탐구하여 과학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4) 법 실주의

는 크게 규칙 회의론과 사실 회의론으로 갈라지는 바, 여기서는 후자에 을 

맞추어 살펴본다.

사실확정에 해서는 제롬 랑크의 입장이 주목된다. 랑크는 자신을 사실 

회의론자(fact skeptics)라고 호명할 정도로 하 심에서의 사실확정 문제에 삼을 

쏟았다. 랭크가 보기에 재 의 큰 두 측면은 사실을 확정하는 일(finding, 혹은 

발견하는 일)과 이 사실에 용된 규칙을 선별하는 일인데, 이 두 측면은 상호

련성을 가진다. 그런데도, 법률가들( 한 일반인들)은 그동안 이 ‘사실확정’ 과정

에 해서는 정당한 심을 가지지 않은 채, 합당한 ‘규칙’을 찾는 데에 무 많

은 심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하 심에서 바로

잡 지지 않은 법의 용이 상 심에서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상 심 환상(upper 

court myth)을 가진다고 지 한다. 하지만 하 심에서 확정된 ‘사실’ 인식에 해

서는 상 심에서 바로잡 질 가능성이 별로 없으며, 사실 확정에 한 정확하고 

엄격한 차가 별로 없는 것은 하 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랑크는 지 한다.

랭크는 사실심에서의 사실확정 과정이 재 에서의 아킬 스 건(腱)이라고 말

하면서, 이 과정 속에 무수한 오류의 원천이 있다고 주장한다.5) 먼 , 하 심 

사 혹은 배심들은 목격자로부터 사실을 배워야 하는데, 목격자는 자신이 보고 들

을 것에 해 착오할 수 있다.  그들이 찰한 것에 한 회상(recollection) 제

시에 있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사, 배심 모두 - 무의식 , 부지불식간

에 - 증인, 당사자, 혹은 특정 법률가에 해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이로써 사실

에 한 왜곡이 일어난다.6) 이와 같은 사실 확정 과정은 상 법원에서는 마치 

 4) 양건, 법사회학 (서울; 아르케), 2004. 104-117면. 
 5) 양건, 법사회학,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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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랑크가 보기에  

그 지 않다. 문제의 열쇠는 첫째, 특정 사건에서 어디까지가 타당한 사실이며 

둘째 그 사실을 여하히 정확하게 확정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에 한 법학의 

방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는 사실 확정에 한 과학  방법을 요청함으로써 법학

과 사회과학의 만남을 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의 

경험주의 방법을 통한 사실의 발견과 확정에 한 심을 고조시킬 것이다. 

2. 경험주의 연구방법의 의의와 한계

미국의 사법부에서 사회과학  자료는 극 으로 활용되어 왔다. 사실의 규명

과 확정을 하여 사회과학의 경험주의 연구방법이 사용될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고 할 수 있으나,7) 사회과학  데이터를 효과 으로 변론에 활용한 시 석 이

스로 일컬어지는 뮬러 결에 해 살펴보면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8)

1905년 9월 4일 미국 오래건주의 포틀랜드시에 치한 그랜드 세탁공장의 여

직공인 엘머 고처는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이 많은 10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

다. 공장장이 잔업근무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주후 오래건 주정부는 

그랜드 세탁공장의 사장인 커트 뮬러에게 10달러의 벌 을 부과했다. 여성노동자 

보호법을 반했다는 이유 다. 멀러는 벌 이 부당하다며 모리건 주 법원에 상

고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연방 법원에 상고했다. 멀러가 불과 10달러의 벌 을 

내지 않고 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연방 법원까지 소송을 제기

한 것은 미국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었다. 뮬러 소송은 정부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해 기업을 상 로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의 한계를 

결정짓는 요한 소송으로서 최장 노동시간뿐 아니라, 최 임 , 노동자의 결사

권, 업권 등에까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노동자에 한 정

부의 보호정책은 기업과 우익 보수세력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미 

다른 주의 여성 노동자 보호법에도 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 다. 이 게 본 소

 6) J. Frank, Law and Modern Mind, Preface X-XI, 
 7) 미국법원에서는 소비자의 판단, 음란물, 흑백분리정책의 효과, ‘Community Standard’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있어 사회과학의 추론과 경험조사 방법이 활용되었다. 관련
판례들은 다음을 참고할 것[John M ohanan & Laurens W alker, Social Science in Law 
(Westbury, the Foundation press), 1990]. 

 8) Muller v. Oregon, 208 U.S. 4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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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는 당시의 사회상황, 다양한 세력간 싸움이 집약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오래건주를 리한 변호사는 당시 51세의 루이스 랜다이스 다. 

랜다이스 변호사는 이 변론에서 장시간 노동이 여성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

을 입증할 과학 ․경험 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 고, 이를 해 다양한 의

학 ․사회학  자료들을 구했다. 한, 여성의 노동시간에 한 문지식을 가

진 근로감독 , 의사, 노조 계자, 경제학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술되거나 

연구된 자료들을 수집하 다. 이 게 하여 다이스는 90여 개가 넘는 각종 

원회 보고서, 통계자료, 정부감독 의 보고서, 학자들의 논문 등을 인용해서 여성

의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국뿐 아니라 국, 랑스, 

독일 등에서 30여 년 동안 축 된 자료들도 제시하 다.

1908년 2월 24일, 법정 심리가 열린 지 불과 한달 여 만에 연방 법원은 오래

건주의 해당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법 들은 만장일치로 랜다이스의 

주장을 받아들 다.9) 뮬러 결은 노사 계뿐 아니라 헌법사에서도 획기 인 

환 이 되었다. 법률 인 논리가 선례의 제시뿐 아니라 사회과학  사실 자료도 

합헌 여부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식 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뮬러 결

은 변호사들로 하여  법률  논리에 국한하지 않고 통계학  자료와 사회학  

자료도 소송에 극 이용하도록 하 다.

한편, 재 에서 사회과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내의 논의로는 헌법재 소의 

례를 살핀 한상희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10) 이 논문에서는 ‘생활보호사업지침

(1994.1 보건복지부장 고시)’상의 ‘생계보호기 ’이 최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

는 열악한 수 이어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

 9) 그런데 이 변론의 핵심은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신체적으로 허약하다는 점을 
강조한 데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장시간 노동은 ‘출산’에 매우 해롭다는 주장을 폈다
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9명의 대법관을 대표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브루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는 점,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경쟁자가 아
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의 건강이 자손번창에 필수적 요소임을 감안
할 때, 여성을 신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여성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
가 개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변론
을 법여성주의적 견지에서 평가하려면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다만, 경험주
의적 자료의 생산 및 그 해석이 특정한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
인할 수 있다.

 10) 한상희, “헌법재판에서의 사회과학적 변론-Brown사건과 생계보호기준사건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法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1권 제3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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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1994년 2월 25일에 제기된 헌법소원심 사건을 다룬다. 

헌재는 이러한 소원에 해 만장일치로  생활보호사업지침이 헌이 아니라고 

단하 다. 아래는 그 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해당 사건에 한 헌재 결정문의 

일부이다.

국가가 이[“인간다운 생활”]를 보장하기 한 생계보호수 을 구체 으로 결정

함에 있어서는 국민 체의 소득수 과 생활수 ,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

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 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생계보호의 구체  수 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 의 범 한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한 국가의 의무로서의 생계보호의 구체

 기 은 입법부 내지 해당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시한다. 그런데 생활보

호법에 의한 생계보호에 공과  감면  각종 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인간

다운 생활’이란 총 한 수 ’에 의해 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 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1994년도를 기 으로 볼 때 거택보

호 상자에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월 1인당  65,000원 정도(주식비, 부

식비, 연료비등을 합한 것)의 생계보호 이외에도 월동 책비로 1인당 1년에 

61,000원, 생활보호 상자  70세이상의 노인에게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령

수당으로 1인당 월 15,000원이 각 지 되었고, 65세이상 노인 체에 하여는 

매월 1인당 3,600원 상당의 버스승차권이 지 되었으며, 생활보호법은 보호의 

수 에 하여 건강하고 문화 생활보호 상자에 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조례  하수도조례에 의하여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되며(서울특별시의 

경우 매월 기본사용료 각 2,500원 면제),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에 의거 월 

2,500원의 텔 비  수신료가 면제되고, 한국통신공사 이용약 에 의거하여 

화 사용료 월 6,000원(기본요 ＋통화 150회)까지는 면제되는 등 각종 여와 

부담감면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들과 같이 2인이 1가구

를 구성하는 경우의 1994년도 최 생계비는 1인당 매월 도시에서는 190,000
원 정도, 소도시에서는 178,000원 정도, 농어 에서는 154,000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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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해당 연도에 생활보호 상자에게 지 된 6,5000원 이외에도 부가 인 

혜택을 합치면 (도시에서는 190,000원 정도, 소도시에서는 178,000원 정도, 농

어 에서는 154,000원 정도) 상당한 정도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게 볼 

때 생계보호기 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하여 국가가 실 해

야 할 객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 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하 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상희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사건에서 다툼의 상이 된 것은 인간다운 생

활의 권리  이에 한 국가의 보장 의무 등 순수한 헌법 도그마에 한 문제

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규범 단을 제로 한 “사실 계에 한 평가” 다고 

한다.11) 따라서 건은, ‘인간다운 생활’에 한 사회 ․법  평가일진 , 본 사

건의 청구인과 헌법재 소 양측은 모두 그러한 평가를 생략하면서 그것의 

성이나 타당성에 한 어떠한 입증도 않고 있다고 지 한다. 이를 입증하기 해

서는 재의 청구인들의 생활상태가 어떠하며, 이에 한 사회  평가는 어떠한

지에 한 사실을 구하고 이에 해 평가하고, 이상을 헌법  맥락에서 어떻게 

단할 것인가를 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존 제도가 어떻고, 그

것이 무슨 의의를 지니는가와 같은 도된 분석만 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건 , ‘인간다운 생활’에 한 기 을 마련하고 해당 기 에 한 평가를 

내리기 해서는 해당 집단과 체 국민의 생활수 에 한 경제  자료, 사회문

화  평가, 인류학  조사 등과 같은 다면  사회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

다. 그 에서도 생활보호 상자의 생활실태는 무엇보다도 기 인 자료가 되었

어야 할 것이다. 이 에서 한상희 교수는 사법계가 경청해야 할 귀 한 지 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은 질  방법론, 양  방법론을 통한 조사와 이론  세련화를 통해 다

양한 경험 연구방법을 개발해 왔고 그 연구결과가 사법  입법에 유용한 지식

을 제공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 가 없을 것이다. 를 들면, 노동법상 진정직업

자격(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의 단에서 특정성별이나 인

종, 장애사유 등이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혹은 수행치 못하게 하는) 사유임을 입

증하는 데 있어 엄격한 조건 속에 행해진 경험  자료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12) 

11) 한상희, “헌법재판에서의 사회과학적 변론,” 79면. 
12) 경험주의 방법이 성별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활용된 예를 다룬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졸고, ‘실중주의 방법과 여성주의법학,’ 서울  法學, 서울대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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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동일노동 동일임 이라는 원칙의 실 을 하여 노동가치를 비교하

고자 할 때, 직무분석 기법을 통해 노동에 한 객  비교가치를 확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13) 이런 견지에서 보면 법  단에 있어서 사회과학의 경험연구

결과가 이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14) 앞으로 정책수립뿐 아니라 사법

 단에서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에서 구축된 경험주의 연구결과를 

보다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재 과정에서 문가 증언, 
감정(鑑定), 법원의 조사 제도  인턴제도의 확  등이 요청된다 하겠다.15)

그런데 좀더 나아가서,  결에서 결여되었던 것이 단지 ‘경험  사실규명’

의 자세 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본 단에서 경험주의  사실규명의 자세가 

부족했다는 지 은 옳지만, 에서 본 것처럼 련 행정부처에서 제출한 경험  

수치와 입장은 충분히 수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정문을 좀 더 살펴

보기로 한다.

보건복지부장 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생계보호의 지원내용도 1인당 월평

균 1995년에는 78,000원정도, 1996년에는 107,000원정도로 차 향상시켰고, 
1998년까지는 최 생계비수 을 완 히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장기발 계

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체 산  사회보장 부분에 투자

된 산액은 1994년도의 경우 약 87%정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 이 일반 최 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

로 곧 그것이 헌법에 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에서 볼 때, 헌법재 소는 단지 실증  자료에 한 투철한 분석의지가 없었

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당 행정부처의 회신의 사실은 충실히 수용한 반면, 생

계보호 상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정책이 가지는 효과와 의미에 해서는 별반 

학연구소, 제46권 제3호, 2005].
13) 직무분석의 기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정연앙, 직부분석과 직무평가, 한국노동

연구원, 1996]. 
14) 하지만 법적개념과 다툼의 대상이 언제나 사회과학의 범주 및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사회과학의 조사결과를 여과 없이 법해석이나 사실판단에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15) 마찬가지의 의견은 다음을 참조 [최대권, “법적 결정과 사회과학: 과외금지조치 위헌결
정을 중심으로,” 法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1권 제3호, 2000,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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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분석을 꾀하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안의 단과 련성이 

불분명함에도 행정당국의 제시한, 지 액의 증가라든가 그것이 체 사회보장 부

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해 인용할 정도로 국가행정부처의 입장은 충분히 고

려하고 있다. 그 다면, 질문은 사회과학  경험자료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경험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가이다. 만약, 국가 재정의 한계라는 기 에 맞서 생계보호

상자라는 사회 변의 ‘입장’을 변할 수 있는 경험  자료의 제출이 있었다면, 
양 기 을 서로 긴장감 있게 이익형량 할 수 있었을까. 따라서 질문은 두 가지로 

제기되어야 한다. 생계보호 상자의 입장을 변할 수 있는 경험  자료의 제시

는 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양 데이터를 균

형감 있게 분석할 수 있었을까. 

어 든, 본 사건 단에 있어서 헌법재 소가 경험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한 

수 은 매우 낮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단에 나타나 있는 

국가 경 에 한 고려라는 것은 국가 , 계  등 ‘ ’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순수한 사실 단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이 지 돼야 한다. 그것은 순수

한 사실 자료로는 수정되거나 다투어지는 성격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

는 것은 재 에서 경험  자료 제시가 가지는 한계를 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법원이 바라보는 ‘ 실’이 사회과학 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계 , 세계체계, 젠더, 지역 등에 한 사회과학의 설명은 경험  데이터

의 생산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을 다투어 온 지식구성물이

자 이론이다. 어떤 경험  데이터도 가치 단 없는 순수한 사실보고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16) 사회과학의 목 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과학이 사실에 한 자료

를 생산하기 한 분야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학의 맥락에서 사회과학의 

의미를 지나치게 ‘경험  자료’ 혹은 ‘사실’이라는 차원으로만 축소시킬 일은 아

니다.17) 법  소송에 있어 사회과학의 기여는 단지 주어진 법  논거의 구조 속

16) 사회과학의 경험적 자료의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도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사회과학 연구의 가치문제에 관한 법사회학자간의 대표적 논쟁
은 셀즈닉과 블랙의 논쟁을 참고할 수 있다[Philip Selznick, “Sociology and Natural 
Law” in The Social Organization of Law, Donald Black & Maureen Mileski 
(eds.)(New York: Seminar Press); Donald Black, “Boundaries of Legal Sociology, in 
The Social organizations of Law, 1973]. 

17) 정치와 법간의 역동성 문제를 다루면서 샤피로(M . Shapiro) 역시 사법과정에 있어 사
회과학의 유용성을 주로 소송에 제시되는 증거라는 측면에서 논한다. 샤피로는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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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채워지는 데이터의 의미 이상이라는 그것은 어떤 차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음 에서는 ’언어로서의 법’이라는 견지에서 논의함으로써 이러한 물음에 다

가갈 것이다.

Ⅲ. 언어체계로서의 법 

사회과학은 자연과학 는 인문학과 다른 고유의 과학성과 논리를 가지므로, 

자연과학  법칙으로 사회과학의 법칙을 체할 수 없으며, 인문학  인간이해로

도 사회과학자는 불충분함을 느낄 것이다. 사회과학의 연구 상은 인간이고 인간

계이지만, 그 인간은 언제나 사회 계 속에서의 인간이다. 법학 역시 인간의 

경험과 사회를 다루지만, 법학에서의 경험은 이미 축 된 경험이며, 특정한 규칙

과 틀 속에서 인간 경험을 다룬다.18) 그런데 이 특정한 규칙들이 모두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에서 법을 언어체계의 일종으로 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과학의 언어 패러다임

20세기 사회과학은 ‘언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고 할 만큼 언어는 사회 실의 

이해를 한 심  장(場)이 되었다. 언어 패러다임의 이론  기 를 이루는 구

조주의는 사회분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스 스 언어학자 소쉬르(F. de 

Saussure)의 언어학이  구조주의의 기원을 말할 때 빠지지 않으며, 표  

학자들로는 인류학자 비스트로스(C. Levis-Strauss), 신화분석의 바르뜨(R. 

Barthes), 철학, 역사의 푸코(M. Foucault), 정신분석의 라깡(J. Lacan), 그리고 맑

시스트 사회이론가 알튀세(L. Althusser) 등이 꼽힌다. 물론 구조주의 언어 패러

다임은 개개 연구자들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문화, 역사, 심리, 인문학 등 제

역에 거 한 지  구조변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동을 이끈 시발 으로 여겨지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 

금지법’이 사회과학의 연구성과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하면서, 제조업자
들이나 반독점소송 전담검사들은 주로 경제학적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논거를 구축하
였다고 한다[M artin Shapiro, “Judicial Interpretation and Social Science in the U,S,” 
法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1권 제3호, 2000].

18) 이철우,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2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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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쉬르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어떤 ‘기호(기표, signifier)’를 통

해 사물을 지칭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의미(기의, signified)를 낳는데, 소쉬

르는 언어의 두 구성 부분을 기표와 기의로 설명한다.19) 그런데, 이때 어떤 기표

가 특정의 기의를 ‘나타내는’ 것에는 아무런 본질  계가 없는 임의  계에 

있다는 것이 요하다. 즉, 어떤 기호는 사물/개념을 ‘재 하는(representational)’ 

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에 기반한 인 (artificial) 계라는 것이다. 기호

의 의미 생산이란 기표와 기의간의 본질  교류의 결과가 아니란 오히려 기표간

의 차이라는 계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호 체계 자체의 규칙

이 된다는 에서 소쉬르가 시작한 기호학(semiotics)은 의미를 가진다. 신호등의 

불빛이 가지는 의미처럼 신호등과 실의 동작 간의 본질  계가 아니라 기호

체계내부의 반 와 조라는 구별 때문에 의미가 생성된다. 여기에서 언어는 

존하는 실체를 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언어가 그 실체에 

한 근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소쉬르는  다른 구분을 시도하 는데, 그것은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의 

구분이다. 여기서 랑그란 언어의 체계, 즉 언어를 조직하는 법칙과 습으로서 

언어의 문법에 해당하며, 빠롤은 별  발화(utterance), 즉 언어의 개별 ․구어

 활용을 말한다. 이 에서 구조주의 연구의 과제는 의미의 생산을 지배하는 

규칙과 습, 즉 심층문법을 밝 내는 것이다. 그것은 친족의 체계로, 주체성의 

체계로, 혹은 담론의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모든 빠롤은 랑그의 구속을 받지만, 

랑그의 명령에만 좆지 않는 우연성, 가변성을 가진다는  역시 상기되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기호의 기의로의 이, 즉 의미화(signification) 과정은 완결되지 

않는다. 롤랑 바르뜨는 그의 ‘신화학(Mythologies)’에서 슬링, 가루비  세제, 

장난감, 스테이크와 감자튀김, , 과학에 한 의 태도를 살피고 있다. 바

르뜨는 이런 문화  행태 속에서 말없이 진행되는 이데올로기의 남용을 찾아내

고자 했다. 그런데 바르뜨는 소쉬르의 도식을 취하면서도 여기에 이차 인 의미

작용의 단계를 추가했다. 의미화과정은 일회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

미는 다시 기표가 되어 2차 인 의미화과정을 이루는데, 바르뜨가 말하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것은 이 이차  의미작용을 통해서 이다. 그래서 바르뜨는 

신화를 ‘제 2의 기호학  체계’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19) 페르디낭 드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기(역) (서울: 민음
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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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가 만들어 내는 다의  의미, 그 의미생산의 불확정성, 새로운 의미화 가능

성의 잠재성 등이다.

2. 법 언어와 실 표상

법은 언어가 어떻게 실의 인간행 와 제도를 근하게 하고 조직하는가를 

보여주는 탁월한 이다. 법 언어라는 규칙 속에서는 실재가 구 되고 의미를 가

지게 되며, 그 법 언어는 문법에 비견되는 법칙과 규칙성을 가지고 고도로 발달

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20) 게다가 그 언어는 구속력을 가진 언어인지라, 이른

바 실에 향력을 행사하고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은 실을 표

상하고 의미지울 뿐 아니라, 직 인 동력을 가진 언어라는 에서 ‘ 실보다 

더 실 같은’ 언어 실을 가진다. 언어에 한 이러한 이해는 투명한 사실의 표

상으로서의 법이 아닌, 법의 언어 속에서만 사실이 존재한다는 계로 역 하게 

만든다. 이런 지 은 법개념은 실의 행  내용을 ‘담지 하지만’ 부단하고 잡다

한 모든 실을 표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법개념은 실과 

응하지만 동시에 다른 법개념, 도구들과의 차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을 알

린다. 그럼에도 법률가가 법의 언어를 ‘사실  언어’ 즉 실을 투명하게 포착하

는 언어로 여긴다면, 법에 내재한 특정하게 편향된 념 는 태도가 보이지 않

게 될 것이다.

언어체계로서의 법이라는 문제를 당면할 때, 앞서 살펴본 법에서의 사실 단 

 그 사실확정에 따른 타당한 법해석이 단지 경험주의  조사로서 해소될 문제

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법언어 자체에 내재한 동결한 이념과의 싸

움이 요하게 부상한다. 법은 그야말로 실을 구성하기 때문이다.21) 

20) 이 점에서 루만과 같은 체계이론가가 법사회학에 풍부한 감흥을 제공하는 것은 납득
할만한 일이다. 후기 루만의 작업에서 이 체계는 언어와 같이 유연하고, 유기체적이고 
유동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데리다의 탈구조주의와 친화력을 보인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에 관해서는 Drucilla Cornell “The Philosophy of the Limit: Systems Theory and 
Feminist Legal Reform,” in Deconstruction and the Possibility of Justice, Drucilla 
Cornell, Michel Rosenfeld & David Carlson(eds.) (New York: Routledge), 1992.

21) 규범과 사안간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한 ‘해석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상돈 교수의 논의
는 본 논의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이 교수는 이러한 순환과정이 가지는 ‘개방성’의 
가능성을 논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의 ‘말놀이(Sprachspiel)’ 개념으로 일상 사회언어의 
지평과 법규범간의 대화를 제안한다. 필자는 기존의 법률해석의 불명확성, 비논증성 
및 폐쇄성에 대한 이 교수의 비판에 공감하면서도, 일상 사회언어의 지평 역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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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어의 다의성과 불안정성을 목도하면서 데리다는 ‘법의 안정성’이라는 

신화를 벗겨낸다. 데리다에게 있어 모든 의미는 차연(différance)의 속성을 가지는

데, 그것은 ‘차이나다’와 ‘지연되다’가 복합 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

면 모든 언어는 숙명 으로 그 의미가 불안정하고, 변화한다. 정확히 바로 이 이

유에서 ‘법  안정성’이 법의 이념으로 추구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데리다는 

이런 찰을 통해 법의 권 는 궁극 으로 자신들에게만 의지하는 것으로, 그 토

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을 지 한다.22)

요컨 , 법이 근거로 하는 실행 에 그 권 의 원천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

은 법조문 ‘내부’에서 자기 참조만을 하는 순환론  구성물이 된다. 주지하다시

피, ‘범죄’란 인간사회의 합의된 도의(道義)를 해치는 행 가 아니라, ‘형법에서 

범죄라 명시한 된 행 ’라면, 형법의 언어는 해당 행 를 ‘지시’하는 정도가 아니

라 그 진실을 ‘구성’하고, ‘결정’하면서 ‘ 단’한다. 요컨  그것은 사실 발견이라

기보다 사실 확정이다.23) 물론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요소들로 행  요소를 엄

격히 분해하여 명확성을 꾀하고 이 과정을 통해 특정 행 를 표상한다. 

를 들어, 형법상 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인 정당방 의 구성요건  ‘상당

성’ 개념을 통해 법언어가 사회  행 를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환언하면 ‘상당성’ 개념은 ‘범행’이라는 사회  행 를 어떻게 표상하고 있

는지 살펴보는 것이다.24) 아래는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으로 유명한 한 사건의 

법원 결문의 일부이다. 

정당방 가 성립하려면 침해행 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 의 완 과 방 행 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

의 구체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 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생략]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생략]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나 목 을 

과 이데올로기의 세계라고 하는 비판적 가지고 있다.[이상돈, 법이론(서울: 박영사, 
1996), 특히 제2장].

22)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법의 힘, 특히 ‘법에서 정의로,’ 진태원 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23) 이상돈 교수 역시 법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가가 행하는 진실의 ‘구성성’을 지적하고 
있다[이상돈, 법이론, 특히 77-95면 & 229-258면]. 

24)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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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여도 그러하므로 [후략].25)

이 사건에 있어 해당 살인행 가 가지는 방  성격의 ‘상당성’ 단이 해당 

범행의 최종  단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먼

, 이 상당성을 어떤 방법을 통해 단하는지가 모호하다. 이때의 상당성이란 

형법상의 법언어의 차원이 아닌, 다른 실 언어, 즉 살해한 자들의 그간의 피해, 
당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망 등과 같은 ‘사회 인’ 지평으로 이동해서 

단되어야 할 역이다. 왜냐하면 상당성의 문제는 당 의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당사자의 행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 본 

후, 다시 법률  역의 지평으로 이동하여 그 구성요건에 비추어 추론했어야 할 

것이다. 법률가는 형법  구성요건의 단 이 에, 아니 그 단을 해서, 형법 

언어의 순환  체인을 잠시 끊고 밖으로 나와야 사회  언어 속에 몸을 담  필

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때, 법률가들에게는 이  언어의 능력이 요

청된다. 하지만 본 결문에서 정확히 그 ’이행‘이 요청되는 지 에서 사들은 

사회과학  추론 신 ‘사회통념’이라는 개념으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결과

으로 본 결에서 어떤 행 의 ‘상당성’ 여부가 사회  차원뿐 아니라 법률

으로도 별반 논증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법원에서의 ‘상당성’ 단이 

많은 정도로, 비슷한 사건을 다루었던 선례의 태도를 수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법률가간에 공유되는 ‘상당성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가 커뮤니티의 감각이라는 차원을 살펴보기 해 부천 성고문사건에 

검찰의 문귀동 경 에 한 기소유  처분이유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검찰은 

“[문귀동이]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우발 으로 지른 범

죄 고, 그는 10여년간 여러 차례 표창을 받으면서 충실히 직하여 온 경찰과의 

직에서 면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은 외에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한 

비등한 여론으로 형벌에 못지않은 정신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기술할 정도로 

공감 인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해 서울고등법원은 “기소편의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검사가 문귀동에 해 기소유  처분을 

할 것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단하 다.26)

여기서 우리가 재차 발견하는 것은 ‘상당성’ 단이 행태이론 혹은 경험주의  

25) 대법원 1992.12.22 선고, 대법원 92도2540 판결.
26) 김두섭, 헌법의 풍경(서울: 교양인),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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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 제시가 되어야 할 사회  사항이 아니라 법률가(검사와 사)의 자체  

단 사항이라는 이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상당성’ 단을 함에 있어 특별히 

법률  논변을 끌고 오지도 않는다는 이다. 그 다면, 이 상당성의 근거는 법

률 속에서도 사회 실 행 에서 찾아지지 않고 법률가의 머리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이런 에서 사회과학을 결여한 법률 언어는 다  구속 상태가 아닌가 생각

한다. 먼 , 소쉬르 언어학에서 말해지는 실과 할 수 없는(일정한 규칙 속

에서 실을 표상하고 있어야 하는) 운명  구속 상태, 두 번째로, 일반 인 언

어공동체인 시민과 공론의 장 속에서의 ‘언어 활용’ 감각이 아닌 법률가라는 직

역의 사람들, 특히 ‘지  동일성’을 가진 집단에서의 언어 활용과 감각의 공유에

서 오는 구속이 그것이다. 만약 동질 인 내부 커뮤니티의 언어감각만을 통해 인

간의 행 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일정한 효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매우 우려

스러운 일이다. 법률가는 과연 어떤 창구를 통해 실을 해 온 것일까.

3. 법률가의 경험세계와 법  마인드

사회과학자는 사회인들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

까지 성찰  연구 상으로 삼는다. 이것이 연구 상을 ‘ 상’으로서 계 맺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구별 짓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과학자는 언제나 자신의 

인식까지 사회과학 으로 바라보는 ‘성찰(reflection)’을 요청받는다27) 여기서 일

상의 성  인식 혹은 상식 역시 사회과학  성찰 상으로 들어온다. 법률가 

역시 법률가 공동체뿐 아니라, 가족, 학교, 국가 등을 매개로 일상 공동체에도 속

해 있다. 법률가들 역시 일상  언어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사회과학자는 자신의 일상  편견과 자신의 존재를 사회과학자의 으로 걸러서 

볼 것을 요청받는 데, 법률가에게 상식의 세계는 법률가의 과 어떤 계를 맺

는 것인가. 법률가의 일상  상식과 법률가로서의 단 내지 법  마인드(legal 
mind)는 어떤 계로 설정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일반 으로 이데올로기(ideology)란 지배계 의 이익을 ‘보편  이익’으로 표상

하거나 은폐하는 정신  구성물로 이해된다. 그것은 한 사회의 지배  의식 상식

27) 관련된 세계에 따른 정당화 방식의 차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Ju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homas MaCarthy (trans,), (Boston: Beacon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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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지배 도구로서 물질  지배 이상으로 

효율 인 것이어서, 국가 자체가 이데올로기  지배 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라는 알튀세의 논의는 리 알려져 있다.28) 필자는 앞에서 법률가는 

법언어에서 잠시 빠져나와 사회  언어 속에 몸을 담  필요가 있고, 이  언어

의 능력이 요청된다고 하 다. 하지만, 이러한 지 은 법률가가 길 가는 ‘행인’과 

같은 일상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사회  언

어를 구사하면서도 그 언어세계가 속해 있는 이데올로기와 통념에 해 법률가

는 일정한 성찰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 을 결에 있어 리 활용되는 기 인 ‘경험칙’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아래와 같은 결에서 ‘경험칙’은 해당 사건에 있어서 피고

인의 강간치상죄 성립을 부정하게 한 주요 요소 의 하나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함께 놀다가 큰 항 없이 여 방에 함께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한 폭행 는 박의 정도가 비교  경미하 고 

피해자가 여 방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변을 보

기 해 화장실에 가 있는 때이어서 피해자가 일단 박한 해상태에서 벗어

나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4층에 치한 방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경

우에는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 을 아울러 본다면, 이러

한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하여 4층에서 창문을 넘어 뛰어

내리거나 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되리라고는 견할 수 없다고 

이 경험칙에 부합한다.29) 

그런데 아래 결은 다시 경험칙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간치사상죄 성립을 인

정하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와 같은 제반상황과..... 피고인에게 유인되어 와 같이 정

조를 유린당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20세로

서 겨우 성년에 이른데다가 아직 아무런 성경험이 없는 처녀의 몸이었던 , 
피해자가 탈출하기 에 피고인에 이미 2시간 이상이나 감 되어 있었으므로 

28) 맑시스트 관점에서 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할 것. Colin 
Sumner, Reading Ideologies: An Investigation into the Marxist Theory of Ideology and 
Law (London: Academic Press), 1979.

29) 대법원 1993.4.27. 선고 92도32S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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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로서는 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탈출

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일반 경험칙상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하여 창문을 통해서라도 탈출하려

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견할 수 있었다

고 볼 것....이다.30) 

두 결문에서 ‘경험칙’ 개념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 이 제기된다. 먼 , 

경험칙이란 경험법칙으로서 법률에 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퍼뜩 주어

질 수 성격의 것인가 하는 이다. 그것은 오히려 고도의 경험  연구를 통해 밝

져야 하는 것인데도 법원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 경험

칙 단에는 법  마인드를 활용하는 법률  상상력과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경험칙에 한 논증 없이 그것이 선언된다면 그것은 법률가의 직 에 가까운 주

 단일 뿐이다. 둘째, 보다 요하게는, 와 같은 유사한 사실 계에 한 

견가능성에 한 경험칙 단이 상반되어 나타난다는 이 주목된다. 차이가 있

다면 피해자의 연령, 성 계 이력 등, 피해와 무 한 피해자의 조건들인데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피해자 행 의 견가능성의 단에 향을 미친다면 이는 지극

히 성화된 사회통념이 법  단에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사회학의 역할은 당연시되는 것을 의문시하고, 그 안의 권력 계를 들추어내는 

것에 있다고 한다.31) 일상의 상식 역시 이데올로기  권력 계가 면제된 역은 

아니라는 것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반론이다. 바로 이러한 결문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에서의 사실이란 투명한 사실의 집 이 아니라, 특정한 시선을 투과한 

구성물임을 발견할 수 있다. 에서 사실들은 컨  경험칙이라는 즈를 통해

서도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에서 앞서 지 한 사실 확정이란 단지 경험주

의 사회조사만을 가지고 교정되거나 변경될 성격은 아니라, 오히려 사실 확정이

란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  시각과 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이런 

입장과 시각마  자기 비 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과학의 훈련이 법률

가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법학의 사명이 사회 비 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사회

정의 실 과 질서를 보장하기 함에 있다고 할 때, 통념 역시 법의 이념에 비추

30) 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425 판결. 
31) 이에 관한 현상학적 사회학의 탈월한 접근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ts 

the Sociology of Knowledge,1966) 지식형성의 사회학, 박충선(역) (서울: 홍성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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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법  심 의 상이 되어야 하지 그 로 받아들여질 상은 아닐 것이다. 

이상에서 본 로 사실 단에 개입하는 장애물은 사회과학  데이터를 참조하

지 않음, 당 의 정책  고려, 는 일상의 상식에 내재한 편 성 등 다층 인 

것이다. 그 다면 이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데 있어 주요문제가 아닐 수 없

다. 법률가들이 사건 단에 있어 법률가 커뮤니티의 언어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

회  언어의 지평과 교류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인’의 언어를 여과 

없이 채용하고 그것을 법률가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이 한 심각한 문제이

다. 일상의 상식에 녹아있는 통념과 지배  인식을 염두에 둔다면, 법원이 상식

 사유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상식  사유에 하여 법

이 지향하는 ‘규범  단’을 엄 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법률가

들은 상식과 사회  인식의 지평을 공유하되, 그것을 법률 으로 다시 단하는 

‘법률가로서의’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순환  과정에서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상세계에 한 비  성찰이 요청되는 것이다. 

Ⅳ. 사회구조/맥락과 인간 행

1. 사회구조와 인간행

 사회이론의 논쟁사에서 사회구조와 인간행 가 두 심  주제가 되어 

왔다. 사회구조를 심으로 한 이론으로는 유럽에서 발흥한 인류학  구조주의, 
미국을 심으로 한 구조기능주의, 한 맑시스트 사회이론의 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조주의는 사회에 한 거시  근으로서, 사회분석의 통시성과 공시

성을 분리해 내고, 사회분석의 공시성을 강조한다는 에서 공통 을 갖는다. 사

회 상은 기존의 사유에서처럼 시간 (역사 ) 동학 속에서 개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그것이 언어  요소든 물질  요소든 간에, 동시 성 속의 사회구성

체 속의 요소 혹은 법칙(문법) 속에서만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구체  

사회구조의 구성은 이론가마다 상이한 것으로 맑스(K. Marx)에게는 생산양식이

라고 한다면, 슨즈(T. Parsons)는 행 체계의 체계이론으로 매우 다른 이념을 

표방하며 나타났다. 슨즈는 행 체계의 하 체계로서 사회체계, 문화체계, 인성

체계의 세 가지를 들었고, 이들 하 체계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네 가지 기능으로

서 유형유지, 통합, 목 달성, 응으로 구분했다.32) 슨즈의 이론은 이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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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계이론가 루만(N. Luhmann)에게도 승되어 법에 한 체계이론을 구축하

는데에 기여하기도 했다.33) 사회구조를 심으로 한 설명과 분석은 사회의 객

 조건들을 심으로 한다는 에서 사회에 한 객 주의 이고 거시  이론

으로 분류된다. 

그런가하면 인간의 사회  행 에 부과되는 의미가 가지는 사회  성격에 주

목하는 사회이론의 통도 존재한다. 사회학에서 인간행 의 의미에 한 해석학

 근의 통은 흔히 베버(M. Weber)의 이해사회학(Verstehen Soziologie)을 

거로 삼곤 한다. 한 사회속의 인간행 는 사회 으로 공유된 의미라는 ‘지식의 

장소(the stocks of knowledge)’를 통해서만 이해가능하다는 식의 상학  

근은 독일의 슈츠(A. Schutz)를 통해 승되었고, 이런 흐름은 미국에서 미드(M. 

Mead), 블루머(H. Blumer) 등에 의해 이끌어진 상징  상호작용론, 고 만(E. 

Goffman), 가핑 (H. Garfinkel) 등의 민속학 방법론(ethnomethodology) 등과 같

은 사회이론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이론  흐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혹

은 사회성(sociality)란 사회 으로 공유되는 의미를 교류하고 확인하고 변경하는 

구체 인 상호작용을 통해 승되고 재생산된다는 논의를 개했다. 후자의 흐름

은 사회 계에 있어 인간의 의미를 시하는 주 주의 이고 미시 인 사회이론

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이론가들에서 양편의 흐름이 그  분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단견이다. 앞서 주 주의 흐름의 선두주자로 막스 베버를 언 하긴 했지만, 베버

의 이해사회학은 인간행 의 상학  해석과는 다르다. 베버에게 있어 사회는 

여 히 정치, 경제, 국가와 같은 거시 이고 복합 인 변동 속에서 틀 지워지면

서도, 인간사회를 인간사회이게 하는 것은 세계 , 가치, 동기와 같은 주  의

미의 차원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는 사회연구를 해 객  동태

뿐 아니라 주  의미세계에 해 감정이입 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사회학자가 그러한 의미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의미의 사회  차원을 설명하기 해서는 사회과학자는 기본 으로 가치자유

32) Talcott Parsons,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ew York: Free Press, 1949), 파슨스
의 이론은 스스로 말하듯, ‘인간행위의 체계’를 이론화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그의 이
론은 사회전반을 포괄하는 거시적 체계이론 및 이를 구성하는 하위체계로 구축된 거
대하고도 조밀한 분석틀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33) Niklas Luhmann, Law as Social System, (F. Kastner, R. Nobles, D. Schiff and R. 
Ziegert(eds.), K. Ziegert(tr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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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free)의 태도 속에서 이념형과 같은 방법론  장치를 통해 가치문제에 

한 사회과학  설명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34) 

이상과 같은 사회이론의 두 흐름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사회이론가 기든

스(A, Giddens)에게서 추구되었다. 기든스는 그의 구조화(structuration) 이론을 통

해서 사회이론에서의 공간과 시간, 구조와 행 의 상호연 성을 보여주고자 있

다.35) 기든스는 뒤르  사회학의 통에서 사회  사실을 외부  제약으로 여기

는 것을 오해라고 한다. 사회  사실이란 외 인 것 뿐 아니라 그 안에 ‘도덕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을 제약하면서 동시에 극 으로 동기를 부여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한 사회구조란 고정되어 있는 속성이나 규칙

이 아니라 이러한 행  속에서 명징하게 되는, 항구  변동성이라는 운명을 안고 

있다.36) 이런 이론  설명은 실제로 구조와 인간 주체성(subjectivity)을 연 지음

으로써 탈 심화된 주체론을 개하는 후기구조주의 이론과 일맥상통하며, 후기 

루만의 이론과도 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면 구조-행 의 이분법의 극복은 

최근 사회이론의 하나의 큰 공통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사회학 속에서 개돼 온 인간행 가 가지는 상황, 맥락, 

구조구속성이라는 테제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 해 법학이 심을 가져

야 할 이유는 그것이 사회 속의 인간행 에 한 다각 이고 입체 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의 제 역은 인간행 를 문제 삼으며, 법률가들은 

특정한 인간행 에 한 법률  해석을 주업무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형법 분야는 특정 행 의 객 이고 주 인 구성요건을 분해하여 

그 행 를 해석하는 것이 가벌성 단에 있어 심  업무일 것일 것이다. 하지

만, 법학에서 ‘맥락’ 혹은 ‘구조’ 속에서 구속되면서 동시에 의지를 발 하는 인

간행 의 해석학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간 행 의 선택지는 많은 

경우 이미 주어져 있고, 그 행 는 언제나 사회  맥락과 사회구조 안에서 행해

지는데 후자들이 법학연구의 어디에 치하는지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34) 뒤르켐(E. Durkheim)의 사회학에서도 두 흐름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르켐
은 개인에 선행하는 사회의 존재 규명, 사회적 사실의 물적 성격을 기초로 사회분석
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이론의 객관주의적 전통으로 일컬어지지만, 집합표상으로서
의 문화, 종교에 대한 천착은 동시에 사회의 주관주의적 구성을 분석하는 기초를 제
공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35) Anthony Giddens,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London: Macmillan, 1979). 
36) A. Giddens, Central Problems,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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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맥락과 법문해석

1990년  말, 한국경제에 불어 닥친 IMF 사태는 일 만 의 향을 미쳤다. 

사법 으로는 회사의 경 조건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의 노력과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 강요 사건의 하나인 ‘농 앙회(이하 농 ) 사건’과 같은 계기로 그 여

가 표출되었다. 앞서의 사회학  구조-행 론에 비추어서 본 사건에 한 법원의 

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진 로, 농 사건은 회사측의 인원감축의 요청에 따라 명 퇴직을 실시

하는 과정에서 ‘상 으로 경제  생활안정자’에 사내 부부사원이 포함되면서 

발되었다. ‘부부가 동시에 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재의 상태에서는 바람직

하지 못하므로 부부직원  한사람이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고와 함께 

농 측은 사내부부사원들  한 사람의 퇴직을 권유하는 각종의 행 를 하 다. 

이 결과, 농  내 사내부부  762   752 의 부부  한 사람이 퇴직하게 

되었고, 회사측은 이 과정에서 퇴직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측의 부당하고 강력한 퇴직강요가 있었고, 퇴직하지 않을 시의 

불이익에 한 고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던 여성  2인은 

1999년 6월 3일 농업 동 앙회(농 )을 상 로 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하 다. 이에 해 2000년 1월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02년 5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다시 원고기각 결이, 2002년 11월에는 

법원에서도 상고기각 결이 내려졌다.37) 
이 사건에 한 보통의 찰자라면, 700 이 넘었던 사내부부  겨우 10 을 

제외한 모든 부부  1인이 퇴직하 다는 것은 개인들의 선택치고는 단히 획

일 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과에 이르

는지 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원고들은 사측의 끈질긴 강요가 있었음을 아

래와 같이 증언하 다.38) 

1999년 1월, 원고들이 근무하던 간석지  지 장인 박00는 1999년 1월 12일부

터 같은 달 15일까지 4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면담 등을 통하여, 사내부부들이 

‘순환명령휴직39) 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불명 스러운 일이니 실제로 휴직명

37) 서울지방법원 99가합48608; 서울고등법원 2001나1661; 대법원 2002다 35379.
38) 이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인용된 기초사실임.
39) 순환명령휴직이란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명하는 휴직발령이다. 농협측은 원고들에게 

‘순환명령휴직자가 되면 고정급여의 80% 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복직보장도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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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융기 의 사례에 비추어 부

부직원  남편의 휴직명령을 받고 아내는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거나, 남편직원이 우선 인 정리해고 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

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명 퇴직을 하는 것이 올바른 단이라고 

하 다. 한편, 원고의 남편들이 근무하던 인천 신 동의 지 장은 1999년 1월 11

일, 13일. 14일 3회에 걸쳐 남편들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부인들의 명 퇴직을 종

용하는 취지의 말을 하 다. 한 같은 달 15일 인천지역본부 인사과장도 원고들

에게 화를 하여, 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순환명령휴직이고 아내는 지

방발령일 뿐 아니라, 휴직되면 복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 다. 

그럼에도 1차 명 퇴직 신청마감일인 1999년 1월 15일까지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원고  1인은 제출했다가 철회함). 그러나 1999년 1월 25일을 

기한으로 한 2차 명 퇴직신청이 재차 이루어졌고, 1999년 1월 23일 인천지역본

부 인사과장은 원고들에게 화하여 ‘남편을 하는 것이 본인을 하는 것’이라

면서 퇴직의사 여부를 확인했다. 원고들은 그 마지막날인 1999년 1월 25일 사직

원을 제출하 다. 

이러한 1, 2차의 명 퇴직권유 실시 결과, 다수 사내부부  1인이 퇴직하

고, 이  여성측의 퇴직이 체의 91.5%(688명)에 이르 다. 하지만 이러한 

후 상황 즉 사직서를 쓴 행 의 맥락은 법원에서 요한 ‘사실’로서 심각하게 고

려되지 않은 듯하다. 법원은 사직서의 의미를 주로 민법상(제107조) ‘비진의 의

사표시’론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이를 심으로 결론을 도출해 냈다. 아래는 본 

사건에 한 법원 결문의 일부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

지는 아니하 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 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

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생략]
[생략] 이러한 사실 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데에 원고들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정리해고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梁 鉉 娥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254～283276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명 퇴직제 등 인력감축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들에게 명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

지의 설명을 하 다거나 상을 넘은 명 퇴직 신청자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결과 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았고 순환명령휴직을 받은 직원들이 사후에 

모두 복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 다거나 강박하 다

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사기, 강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 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헌법상의 기본권  근로기 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규정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후략]. 

이 게 법원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사직서 제출 행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명 퇴직 권유에서 기망, 강박, 사기 등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하 다. 여기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한 법률

 단이란 의사표시 행 자의 진정한 의지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에 

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법률행 에서 문제시하는 의사표시가 

진정한 내면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그 행 가 행해진 맥락에 한 고려를 하

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에 해 주목하고자 

한다. 즉, 법률행 로서의 의사표시를 주 으로 해석해야 할 요청이 없다는 것

이 그 행 가 발생한 객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은 아니

라는 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자체가 바로 그 행 가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 에서 사측에서 행한 일련의 행 를 

‘사정(事情)’이라는 말로 표상하는 것 자체가 그 행 의 맥락을 단히 축소시키

는 해석이라고 평가한다.40)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당

시의 사정 혹은 정황이 아니라 그 행 에 이르게 한 이 의 행 들로서, 사직서

라는 행 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화재시 생명이 한 상태에서 집을 부수고 빠져나온 행 를 보고 기

물 손이라고 칭하지 않으며, 개가 무서워서 도망하는 행 를 보고 달리기를 하

고 있다고 표 하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재의 행 에 이르게 하는 원

인 속에서 그 행 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인간

행 의 여하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 사직서 제출을 어떤 결과(명 퇴직)에 

40) 이는 특정 사실에 대한 법률가의 호명은 지시적 의미를 넘어 진실의 구성이라는 전 
장의 논의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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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한 ‘원인’으로만 다루지만, 그 행 는 오히려 일련의 행 들의 결과라고

도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 행 들은 원고 여성들이 아니라 사측이 그 행 성

(agency)을 가지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 행 에 해선 본 사건 단에 있어 ‘타

당한 사실’로써 극 으로 포섭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직서라는 법  효력을 가진 문서에만 국한시켜 사직서 제

출 행 를 해석하고 있지 이 행 가 발생한 그 맥락에서 개된 불법 가능성(사
내부부라는 기 의 정당성, 퇴직 강요시의 회유, 압박, 박행   그 성차별  

효과 등)에 해서는 단에서 제외하거나 단히 소극 으로만 단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에 강요나 강박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단인지도 매우 

모호하다. 그 맥락을 사상한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인간행 는 의미의 공백(空

白) 속에서 행해진 행 라고 할 수 있다. 이 에서 ‘법  행 ’에 있어서의 시

간과 공간의 맥락, 시간의 지속과 공간 구속성의 고려의 폭을 조 이라도 넓히지 

않는다면, 법  단에 있어서 인간행 의 의미 포착은 단히 비 실 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행 가 놓여진 인과 계의 연속성 속에서 그 사실이 재구성

되어야 한다. 이 에서 법률  사건에서 이 인과 계의 고리는 어디까지 확장되

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법  단에서 그 인과의 고리가 무한

정 확장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이 에서 사회학에서 말하는 ‘ 범  수 의 분석’이 참고할 만하다. 이재열

과 김동우(2004)의 구지하철 참사사건에 한 연구에서는 이른바 ‘사건구조분

석(event structure analysis)’을 하고 있는데,41) 그것은 “역사  사건의 시계열  

진행과정에서 사건의 요 원인을 별해내고, 사건들 간의 인과  연결고리를 

‘사건구조’의 형태로 가시화함으로써 재난사례들을 총체 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재난 연구에서 행 자 개념이 

지나치게 소하다고 지 하면서, 인간의 외  요소와 인간행 간의 상호작용을 

배제한 분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에서 행 자 연결망 분석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연구자들은 구 지하철 사건을 ‘만일 어떤 사건이 발생치 않았다면 

다른 사건들에 어떤 향을 미쳤을까’와 같은 ‘반사실  질문(counterfactuals)’을 

통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인과 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 게 하여 구 지하

철 참사 사건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어떤 한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책임을 묻

41) 이재열․김동우 “이중적 위험사회형 재난의 구조-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한 
비교사례연구,” 한국사회학, 2004, 38집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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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연결선(원인요소들)이 많고 사건진행이 

긴박하여(시간  흐름), 어느 한 원인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더라도 체 사고 발

생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나친 구제와 통제, 무인운

시스템화, 완충 여지의 축소, 원차단 시스템, 방화벽 시스템, 매스 컨 키 등 

체 시스템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본 

사건과 련된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배상, 이후 지하철역 설계  사고 방 책

마련에 있어 매우 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법  사건의 해석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법률  단 

이 에 ‘사실 단’을 하여 한 사건의 ‘타당한’ 요인들의 경계를 먼  명료화해

야 할 것이다. 특정 행 를 시간과 공간의 축 속에서 재구성한다면, 사건의 제측

면들이 보다 분명하게 포착될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구성하는 행  의미가 보다 

명료해질 것이다. 이 에서 합당한 법률을 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법률과 사실 단간의 순환론  과정을 생각할 때, 정확한 사

실 단은 실에 보다 타당한 법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정 사건의 공간과 

시간의 맥락을 무한히 확장될 수는 없지만, 사회학의 ‘ 범  이론’과 반사실  

질문을 통한 사건의 구조분석은 법률  단에 있어서도 유용한 사유방식을 제

공하고 있다. 어떤 수 에서든 에서 본 사내부부사건은 법원이 그러한 행  맥

락에 해 완 히 을 가리고 있음을 간 으로 드러낸다. 행 의 맥락을 보지 

않는 것은 법률가의 편 성 이 에 실성의 결여라고 지 하고 싶다.

3. 정책  단과 사회과학  단

왕왕 사회구조  상황의 인식은 법학연구에서는 ‘정책 ’ 내지 ‘정치 ’ 단

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법 은 법과 양심에 따라 단하지만, 정치로부터 

독립 이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가의 기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언명이 사건에 

있어 사회  맥락, 특히 특정 행 를 다른 행 와 조건이라는 그물망 속에서 읽

지 못하게 하는 것과는 엄격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객 으로 사

건에 임한다는 것이 법  사건이나 법률에 한 정치  단을 하지 말 것을 말

하는 것이지 사회  맥락 속에서 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42) 

그 다면 법학연구와 실무에서 이 사회  맥락을 과학 으로 다룰 방책들이 필

42) 최대권 “법사회학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학문인가,” 최대권외 10인, 법사회학의 이

론과 방법 (서울: 일신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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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이다. 

앞서 본 로 법원은 ‘농  사건’에서 사직서 제출을 한 회사측의 압력에 

해서는 단히 소극 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다면 법원은 당시의 사측의 긴박

한 경 상의 사유 내지 IMF라는 한국 경제상의 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닐까 질

문해 본다. 실제로 결문에는 당시 사측과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의 필

요성에 한 공감이 드러나 있다. 이 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당시 농 측의 행

 맥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다면 구체 으로 당시 농 이 구조조정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객

 조건이 있었던 것인가.43) 농 은 1999년 인력감축인원의 목표를 1,360명으

로 잡았으나 그해 1월 15일 1차 명  퇴직신청 수에서 이미 그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3,529명의 퇴직신청을 받았다. 따라서 반드시 2차 명 퇴직신청을 받을 

정도로 ‘긴박한 경 상의 이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 농 이 1998년 

한 해 동안 37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 1999년 시  농 의 

경  사정이 ‘ 태로운’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농 은 기존 목

표를 훨씬 넘는 직원들을 퇴직시켰기 때문에, 정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

도가 되었고 이에 원고 여성들을 포함하여 퇴직한 여성들을 거 계약직으로 재

고용하 다. 농 앙회는 구조조정 이후 1999년 말과 2000년에 신규인력을 수

백명씩 채용한 바 있어, 그 구조조정의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44)

해당 법원이 국가와 농 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한 정책  고려

를 하 다면 이 역시 사회과학 으로 올바른 사실정보에 입각해 있었던 것이지 

의문스럽다. 더 나아가, 그러한 단이 국민의 기본권(여성의 노동보호를 포함한)

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법규범의 에서도 올바른 것인지 의

문스럽다. 그럼에도 그간 법해석에 있어서 사회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을 정책

, 정치  단을 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사회  맥락

을 고려한다는 것은 사회과학  지식과 논리에 부합하고, 사회 실에 합함을 

뜻할 것이다. 정치 ․정책  고려라는 것은 국가의 주류  지배의 에 서기 

쉽게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원의 입장, 혹은 인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43) 조순경, “합법을 가장한 위법의 논리,” 조순경 편, 노동과 페미니즘(서울: 이화여대 출
판부), 2000, 142-148면. 

44) 이광택, “사내부부 중 여성만을 사직케 한 것은 남녀차별이 아닌가,” 알리안츠 제일생

명 사내부부해고 사건 소송 평석자료집, 미간행,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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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입장이 반 될 여지가 축소되게 될 것이다. 생각건 , 법원에 요청되는 

바는 사실  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이 지향하는 인권보호의 이념

을 구체 으로 표방하며, 진정 국가의 정치  단에 ‘독립하여’ 사안을 단하

라는 것이다. 이를 해 인간행   사회  사실에 한 과학  분석을 법해석

에 포섭하기 한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한계상황 앞에서의 법

이상과 같이 사회학 이론의 에서 법  사실 확정의 문제, 언어로서의 법, 

그리고 행 의 사회  맥락 등에 하여 논의하 다.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요

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사회과학의 경험조사는 사회 실에 한 임의  단을 지양하게 하고, 
보다 복합 인 사건과 인간행 와 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 앞으로 법  단에 있어서 경험  조사 결과의 활발한 활용이 요청된다.

둘째, 언어학  이론은 경화된 법 언어를 ‘녹이는’ 노력을 격려하고, 언어 활용

의 모체가 사회커뮤니티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공론 속에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과학의 이데올로기 비 론은 일반인의 상식과 

법 의 직 을 모두 반성 으로 보게 하며, 언어에 내재된 권력 계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법이 본연 으로 추구하는 정의 에 입각한 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

을 높여  것이다. 

셋째, 인간행 의 맥락으로서의 사회구조에 한 사회학의 설명은 법  사안에 

있어서도 해당 법률행 에 해 사회 실에 부합하는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사회과학  행  해석론은 기존의 정책  혹은 정치  단과는 다

르다는 도 강조하 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 하 듯이, 법학은 사회학을 포함한 여타 사회과학과는 구

분되는 고유의 목 과 논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자가 법학자와 공동

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 , 법학은 언제나 양 상 방을 고려해야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

학 일반처럼 사회 상에 한 폭넓은 설명과 분석을 목 으로 하기보다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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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특정한 갈등  분쟁에 한 해결을 목 으로 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단은 구체 인 당사자에게 직 인 효력을 미친다. 이런 학문의 기능의 차이

에 따라 법학과 법률가에 요청되는 것은 높은 수 의 온건함의 미학이 아닌가 

한다. 이 에서 법학에게 마냥 사회과학  해석을 하라고 요청할 수는 없으며, 

사회구조의 모순을 의식한 비  결을 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법실

무에서 언어란 곧바로 칼이 될 수도 있기에, 그 칼은 늘 신 하게 사용되어야 하

지만, 동시에 날카롭게 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 과 분석을 임무로 일반 사회학과는(물론 사회학에도 정책 등 실천과 

직결되는 분야도 많지만) 달리 법학은 그 자체로 실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법학은 인식이라기보다 결정을 그 주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가

는 계  혹은 성별간 차별과 같은 구조  모순을 푼다기보다는 그러한 모순이 

층 으로 작용하고 거기에 다시 개별인간들의 우연성과 특징이 결합된 한 사

건을 단해야 하는 치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사법부는 ‘한계상황’

에 놓여진 인간행  혹은 인간군상을 다루고 있는 실학문이라고 특징지어 본

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가는 사회 실과 가장 가까이에 면하는 문인들이

며, 사건들의 개별성과 이질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 에서 법  사건 혹

은 법  실 자체가 사회과학에 있어 주요한 분석의 상이기도 하다. 한, 실

정법  구속과 차  요성에 한 사회과학자의 이해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률가가 이런 실에의 면을 하기 하여 그간의 법학교육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멈추어 서게 된다. 법은 어떤 분야보다는 구체  행 와 

보편  이념간의 변증법을 구 할 수 있고,  구 하기를 요청받는 분야일 것이

다. 하지만, 구체  행 를 단지 법이라는 주어진 규칙체계 속에만 구속되어 규

정한다면, 법의 의미와 역할은 단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률가라는 

문직이 베버의 말처럼 ‘철장(iron cage)’에 비유되는 형식  합리성에만 갇힌 

존재로 화할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많은 질문들을 제기하

다. 사회학  사고는 어떤 차원에서 법학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의 

역할을 생각할 때, 그것이 법해석에 미칠 향은 경험 자료의 제공을 넘어서서 

보다 풍부하고 근본 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주제어: 법 실주의, 사실확정, 경험주의, 사회  상당성, 경험칙, 언어로서의 

법, 행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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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ntends to foster an fruitful interaction of social theory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 could it be useful to review the legal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cience? I believe it would be very useful and 

even necessary. Thus, the article problematizes the notions such as fact-finding, 

and human behavior employed in the judicial decision from the light of relevant 
concepts in social theories. Particularly, the essay deals with three issues : issues 

involve in fact-finding in judicial procedure and empirical research in social 

science; the issues of lawyers' linguistic representation and belief in the factual 

truth; and the issues of context within which the legal actions were taken place.

From discussion of the legal realism, fact-finding in the judicial process was a 

critical and yet questionable process. With underdevelopment in the method of 
collection, interpretation of the facts in the legal science to compare to social 

science, the data of empirical research in social science can be employed in 

many legal cases. Whereas applicability of empirical data to the filed of law 

must be immense, this does not mean every issues of fact can be solved through 

the empiricism. Empirical data in social science has not been immune from the 

question of viewpoint and positionality.
The emphasis in language in social science precisely offers the tools for 

engaging with the question of 'fact' in the legal vocabulary. From the linguistic 

paradigm in 20th century social science, there will be no ‘reality’ known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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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of the symbols. The law as the linguistic system is tantamount to 

the grammar to organize the social reality. Through the channels of legal notions 

and rules, lawyers see, define, and construct the facts pertinent to the cases. The 

essay prescribes the lawyers' linguistic situation as “double bondage” that 

designates the bondage of language and that of lawyers' closed legal community. 

The ordinary linguistic world, however, is also filled with dominant world view, 
or ideology. Thus, the lawyers need to have critical distancing from it, and 

critical reflection about lawyer herself or himself.

The next issue was about the context of legal behavior. From the case of 

‘Nonghyup,’ the attitude of ignoring the context of legal action was discussed. 

The direct context or even the reason that led to the legal actions such as 

signing the legal document was only named as a ‘situation.’ Thus it was treated 
neither as a very important factor nor as a cause of an action. Although some 

could evaluate this attitude as legal positivism, it results in a very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action’. Yet others could interpret the case as a 

policy-oriented decision in the context of IMF crisis in Korea. The basic data 

about pertinent company and employees, however, does not confirm that this 

decision is based upon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social reality. In this 
sense, policy- or politics-oriented decis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decision 

based upon social science.

From above discussions, we can expect that the exchange between viewpoints 

and language of legal and social sciences will bear many fruitful results. The 

legal education ought to train the lawyers prepared for that exchange, and social 

scientists also need to recognize the legal specificity and procedural importance.

Key words: legal realism, fact-finding, social appropriateness, empirical rule, 

law as linguistic system, con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