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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구화와 법이론*

 1) 朴 恩 正**

Ⅰ. 머리말

법률가나 법학자들은 다른 학문분야 종사자들에 비하면 지구화 주제에 한 

이론  심이 한결 뒤떨어진다. 물론 오늘날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들의 

열에서 법률가들도 뒤지지 않는다. 아닌 게 아니라 다국  기업지배 체제의 시

장에서 형 국제로펌 소속 법률가들의 국가  활약상은 부시기까지 하다. 

그리고 경제거래, 융거래 분야를 포함하여 지난 20여 년 이래 유엔 등 국제기

구의 주도로 법의 통일화 흐름도 두드러지고 있다. 륙법계와 미법계의 수렴

상은 이미 일 부터 확인되었다. 법교육시장이 미국법 심으로 통일되는 움직

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비하면 법이론에서는 약간의 외를 제외하면 법실증주

의에서부터 법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지구화는 심 밖에 놓여 있는 듯하다. 컨

 지구화문제를 법치주의, 법과 국가, 법개념, 권리론, 국민주권, 법과 도덕, 법

의 기능, 헌법주의, 법의 미래 등의 주제에 연 지어 분석하면서 기존의 개념장

치들을 새로이 검하는 시도는 드물다. 국가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것

처럼 보이는 법률가들의 심은 미시 이고 실무 인 수 에 그치고 있다. 이들

의 심쟁 은 컨 , A국 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으로 B국의 은행 산망에 

들어가 C국으로 돈을 빼돌렸다면, 범죄가 발생한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그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을 용해야 할 것인지 식이다. 어느 면에서 잖이 수동 이며, 

그런 만큼 단편 이고 기계 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지구화 련 문제를 

법률의 구성요건상의 효과를 다루는 수 을 넘어서서 법이론  법철학  차원에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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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하는 시도1)는 아주 드문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범 한 

법실무의 탈국가화도 ―특히 유럽연합!―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지구  법이론 혹은 지구  법문화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다면 지

구법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국가법, 국제법, 비교법을 넘어 지구법을 가능

하게 하는 법철학  기 는 무엇인가? 아니면 법은 혹은 법이론은 지구화문제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인가? 지구화 흐름은 법의 근본문제를 다시 한 번 비 으로 

생각해보는  하나의 비 법학운동 혹은 ‘포스트’모던법학시 를 열 것인가? 이 

모든 물음 에서 어느 한 가지에도 필자는 자신 있는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

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구  흐름과 법의 계를 체계 으로 설명하는 이론  

시도에 매달리기보다는, 상의 다양한 흐름과 모순, 그리고 변화조짐의 의미

악에 우선 주력하고자 한다.

지구  흐름 속에서 법의 문제를 이론 으로 논하기에 앞서 먼  이 분야의 

심한 립과 불균형을 있는 그 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구화를 둘러싼 논쟁은 

아주 립 이다. 지구화 상이란 도 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부터, 존재

한다고 해도  새로운 상이 아니라는 주장, 지구화는 다만 정도의 차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 그리고 지구화는 아주 새로운 탈근 의 복합성의 차원을 

지닌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장의 어느 하나에 섣불리 동조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국경 없는 법’에 해 이야기 하는 것은 경제 련 분야에서조차 

아직은 성 한 가정이라는 을 지 하고자 한다. 

WTO체제하에서 로벌 스탠더드 창출 계획은 애 에 기 한 바와 달리, 조화

와 효율을 이루지 못한 채 국가간 혹은 지역간의 경제체제의 심각한 차이와 불

균형을 드러내 보이면서 혼돈 속에 있다. 이 분야에서의 ‘국경 없는 법’의 시도

는 NGO들의 반세계화운동의 역풍을 맞아 앞날이 불투명해 보인다. 융환경과 

시장경제가 지구화한다고 법이 그에 따라 지구화된다고 여겨지기 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이에 맞서는 국가 ⋅지방  차원의 응법이 생기는 상도 나타나고 

 1) William Twining, Globalisation and Legal theory,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Illinois, 2000. Klaus F. Röhl, “Die Rolle des Rechts im Prozeß der 
Globalisierung”, in: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17 (1996), Heft 1, S. 1-57면. 
Günther Teubner, Global Law without a State, 1997. David Trubek et al., “Global 
Restructuring and the Law”. Symposium on the Future of the Legal Profession, in: Case 
Western Law Review vol. 44, 1994, 407면 이하. William E. Scheuerman/Franz Neumann, 
“Legal Theorist of Globalization?”, in: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Bd. 
88/1, 2002, 79-89면. Law and Justice in a global society, IRV 2005, Granada Espa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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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 난민, 이주노동자 문제에 처하기 해 자국의 국경을 강화하는 반

지구화법을 만든 나라도 드물지 않다.2) 여기서 우선 오늘날 국제경제거래와 함

께 두되는 로벌 스탠더드, 로벌 규범을 ‘법의 지배’와 동일한 차원에 두고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 해 둔다.

반면 인권, 여성, 환경, 인류문화유산 보호 등의 분야에서 합리  규제를 한 

국가  력과 공조는 법의 지구화의 정  측면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재로서는 이 분야의 논의도 국제법에 한 비  성찰의 수 을 벗어나고 있지

는 않다. 그러나 국제 계를 공존을 넘어 ‘지구  연 ’ 내지 ‘지구  공동체’의 

차원으로 보고, 그 속에서 인권과 환경문제를 논하고 여성억압을 해결하려는 노

력은 분명, 국민국가 주권논리에 한정된 실정법이나 국가 심주의의 산물로서의 

기존의 국제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형식과 법의식의 단서를 제공해 

다. 특히 ‘발 의 권리’와 ‘인류의 공동유산’ 같은 개념들은 지구  법이념과 법

의식의 발 가능성에 상당히 다가서 있다. ‘발 의 권리’는 지구화에 따른 상호

의존의 증 , 기아, 내 , 집단학살 등의 끔 한 불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인도주

의, 배분  정의실 에 한 인류의 보편  의무에 한 지구시민  자각에서 비

롯되었다.3) 생물자원 내지 유 자원의 독 배제와 평화  자원개발의 의무를 강

조하는 ‘인류의 공동유산’ 같은 개념도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생태  험에 

처하려는 규범의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Ⅱ. 지구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상호연결성이 ―그것이 공간이든, 사회활동이든, 권력네트워크이든― 지구 으

로 확장, 심화, 가속화되는 상을 일컫는 지구화를 제 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

다.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구의 표 로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과 평가하기도 

쉽다. 일반 으로 지구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어,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결정 혹은 활

 2) Boaventura De Sousa Santos, Toward a New Common Sense. Law, Science, and 
Politics in the Paradigmatic Transition, New York, London: Routledge, 1995, 194면 
이하.

 3) 발전의 권리선언(1986년 12월 4일 유엔총회 결의 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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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다른 먼 지역의 개인들과 공동체에 심 한 향을 미치고 그러한 상이 

차 가속화되는 것을 뜻한다.4) 이러한 의미의 지구  확장은 정치 ⋅경제 ⋅

사회 ⋅문화  활동 역뿐 아니라, 환경, 통신, 이주, 과학기술, 법, 언어, 교육, 

군사, NGO, 여성운동 등에도 용될 수 있다. 즉 환경재앙의 지구화, 난민이나 

망명자의 지구  이주, 지구  통신 네트워크, 지구  언어로서의 어, NGO의 

지구  연 , 지구  법, 지구  여성주의…….

우리가 세계 으로 표 화된 시간에 따라 생활하면서, 월드컵을 세계에서 동

시에 즐기고, 환경문제나 핵문제에 한 세계차원의 해결을 기 하는 공감 를 

확산시키고, 2만여 개의 다국 기업이 세계무역의 70%를 차지하는 시장구조에서 

소비생활을 하게 된 지 , 지구화는 이제 어느 정도는 실이 되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런던과 로마의, 워싱턴과 서울의 니엄 축하행사가 2000년 0시를 

기해  세계에 동시에 계된 사건은 실로서의 지구화를 실감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구  상호의존성의 범 와, 강도, 속도, 그리고 그 향력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그 에서 우리가 역사  유례를 찾기 힘

든 시 로 들어서고 있다는 이다.

첨단 통신기법과 미디어산업의 개가 던 니엄 축제가 그랬듯이, 지구화는 

자연발생  상이 아닌 정치  로젝트의 일환이다. 지구화 논의를 둘러싼 첨

한 립  시각은 여기에 기인한다. 

한편에서는 지구화와 함께 곧장 완  통합된 지구  시장, 지구  자본주의, 

무한경쟁, 동질화, 지구  헤게모니, 제국주의를 논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편

은 시민사회 역의 지구화, 지구  시민사회, 지구  민주주의, 다양성, 인터넷 

공론장, 지구  공치의 합리성에 해서 토론한다. 한 쪽은 ‘ 로부터의 지구화’

에 해서, 그리고 다른 한 쪽은 ‘아래로부터의 지구화’에 해서 이야기한다. 지

구화를 과 평가하는 진 에서는 체로 지구화를 경제  상으로 악하고, 통

합된 지구  시장이라는 이념형 비슷한 것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정치는 경제의 

합리  리라는 에서 악되고, 종국 으로 개별국가  정부의 기능은 지구

 공치, 지역  공치로 체된다고 본다. 즉 어떤 형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

한 국  력 속에 지구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지구화는 이윽고 탈국가화 

즉 국민국가의 종언으로 귀결된다고 측한다. 이에 비해 지구화의 의미를 낮게 

 4) 이런 식의 정의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헬드 외, 지구  변환, 조효제 옮김, 창작과 비
평사, 2002년, 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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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거나 회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지구화는 하나의 정치슬로건일 뿐 획기  

환이나 새로운 상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들에 의하면 지구화는 신자

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한 정치슬로건으로서 기껏해야 국제화, 즉 주요 

국들 사이의 경제  상호연결유형의 심화 상일 뿐이다. 따라서 일국 단 의 

주권국가와 정부는 여 히 그 로 보존되며, 지구화는 제3세계 국가경제의 주변

화, 그리고 이에 따른 불평등과 계의 심화를 가져와 실의 악에  다른 악을 

더하고, 상호불신과 극심한 갈등의  다른 원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구  공치’란 것도 결국 기왕의 서구의 향력의 확장, 바로 서구의 로젝트

로 본다.5)

지구화 개념을 악하고 그 향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립  시

각과 그에 따른 오류를 피하기 해서는 우선 지구화를 단일유형 혹은 고정된 

이념유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에서 데이비드 헬드도 우선 지구화

를 세계공동체니, 완 통합된 지구시장이니 하는 식의 단일유형이나 고정된 이념

유형으로 설정하여 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6) 지구화를 이해

하기 한 제는, 그것이 복잡하고 다면 인 과정으로 근해야 하는 문제임을 

지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한 그는 지구화를 

자본주의의 확장 흐름과 동일시하거나, 서구의 향력의 확장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에 해서도 경계한다. 컨  지구화로 일국정부의 복지정책이 반드시 제한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해서도 그는 일단 유보 인 태도를 취한다. 지구화를 근  

내지 인 상으로만 보려는 견해에 해서도 헬드를 시하여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7) 

어 든 우리는 지구화를 상호의존성, 통합, 보편주의, 수렴 등의 개념으로 단순

화시키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서구학자들의 분석틀을 그 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구  상호연결성 증가가 계층화와 불균질의 가능성을 배제하

지 않으며, 지구  통합이 곧장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뜻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지구화가 그 속성상 권력회로의 확장, 원거리 권력 계의 지구  재구

 5) 데이비드 헬드는 앞의 책에서 지구화를 둘러싼 ‘과대지구화론’과 ‘회의론’의 입장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15면 이하).

 6) 헬드 외, 앞의 책, 35면.
 7) 신세계로의 대서양간 이주, 새로운 통신 및 운송술, 무역증가, 식민주의 등으로 서구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근대 이전인 전근대 그리고 근
대초기의 지구화 유형에 대해서는 헬드 외, 앞의 책, 66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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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겨냥한다는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  지구화는 단선 인 진화가 

아니라 통합과 편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문화  동질화와 차별화, 심부와 

주변부, 앙화와 분권화, 타율과 자율의 역동 이고 변증법 인 긴장을 반 한 

것이다. 지구 인 것이 지역 인 것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양자는 오히

려 아주 복잡하고 모순 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8) “지구화는 행 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는, 진화 인 역동  세계구조와 련이 있다. 그러나 

지구화는 한 단히 불균질 이고 계층화된 구조이기도 하다. 지구화는 존하

는 불평등유형과 계유형을 그 로 반 하는 동시에 포 과 배제의 새로운 유

형,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따라서 지구화는 구조화와 계층

화의 과정을 체 한다.”9)

Ⅲ. 지구화와 ‘법의 지배’

1. 법형식주의의 완화

지구화의 진 과 함께 오늘날 많은 나라가 비슷한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처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제 융이나 국제거래법 분야에서는 

통일된 국제규약들이 이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졌다.10) 이와 함께 법이 통

이나, 가치, 문화, 사회 행에 따라 국가의 주권  할에 의해 제정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측하는 사람도 있다. 그 게 된

다면 지구화의 진 과 함께 법문화라는 개념도 역사의 뒤로 사라질지도 모르겠

다. 문화 상이란 문명 상과 달리, 삶의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을 표 하기 때문

이다. 국제법학자들 에는 다국  기업의 자본확산이 필연 으로 법체계의 통일 

내지 수렴을 가져온다고 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11) 맑스도 일 이 자

 8) ‘지구화된 지역주의(globalized localism)’와 ‘지역화된 지구주의(localized globalism)’를 
구분하는 Boaventura de Sousa Santos에 대해서는 William Twining, Globalisation and 
Legal theory, 221면 참조. 산토스는 “주변국가는 지역화된 지구주의의 선택에 의해 강
요되는 반면, 중심국가는 지구화된 지역주의 속에서 특수화된다”고 주장한다. 

 9) 헬드 외, 앞의 책, 53, 54면.
10) Michael Joachim Bonell, “International Uniform Law in Practice-Or Where the Real 

Trouble Begins”. in: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8, 1990, 865면 이하.
11) Jarrod Wiener, Globalization and the Harmonization of Law, Pinter: London/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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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국가화가 사회  권 구조의 국가화를 래한다는 측을 내놓은 바 

있다.12)

법도 사회 상의 일부로서 사회구조를 반 하여 그 진 과 함께 변천하는 것

이라면, 법과 작 의 경제  지구화의 상 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

늘날 국제경제를 심으로 거론되는 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 곧장 ‘법의 지배’

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통 인 에서 보면 경제  지구화가 법에 

미치는 향은 우선 법률주의 즉 법형식주의의 완화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국

제 ⋅ 국가  경제거래와 련한 규범제정과정이나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외형

으로는 합법성의 후퇴조짐이 뚜렷하다. 개방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민 화는 

표 인 양상으로 들 수 있겠다. 오늘날 다국 기업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국민

국가  규제의 축소다. 다국 기업들은 경제와 융의 다아니믹을 내세워 개별국

가의 합법성을 희생시키는 신, 그들 임의의 행동규범을 발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들은 개별국가들의 법정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법정은 

로벌 스탠더드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

까지의 사법  쟁송과는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을 꾀한다. 계약형태도 표 약 이

나 신사 정 형태의 느슨한 모습으로 바 어 가고 있다. 이런 유연성 요구는 어

느 면에서는 법 화가 지구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비쳐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규범의 변화도 례나 학설보다는 기업 혹은 시장의 행에 의

해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컨  175개국의 은행들이 참가한 은행가

회의 UCL은 국가 으로 형성된 규약으로서 재 국제 융거래에서 제재력을 

발휘하며 다수의 국가들을 구속하고 있다. 국제상법 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

한 코스모폴리턴  규약의 법규범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13) 이러

한 규약들은 국가  경제거래 분야에서 거래의 박성, 국가  거래에 따르

는 비용요인, 투명성 등에 힘입어 국가간섭을 배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결과

물로 볼 수 있다. 이런 규약들은 국가법과 비교하면 ‘규범  기 감’을 아직 완

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거래질서상 행 와 동기를 유발하는 ‘인식  

기 감’에는 충분히 부응하고 있다.14) 인식  기 와 규범  기 의 간단계에 

York, 1999, 194면.
12)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The Communist Manifesto, The Marx-Engels Reader, 

Robert C. Trucker (ed.), New York, 1972, 338, 339면.
13) Wiener, 앞의 책, 182면. 
14) ‘인식적 기대’에 머물던 행위패턴들은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규범적 요청으로 옮겨가게 



朴 恩 正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3호 : 135～161142

걸쳐있는 이와 같은 soft law의 증가추세는 체로 법형식주의의 완화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법의 지배의 특성인 일반성, 공개성, 명확성, 

립성, 지속성 등을 후퇴시키고 있다.15)

국제거래에서 질서형성력을 가진 국가  규칙들, 넓게 승인된 국제 행, 국

제기구나 국제 문가단체의 규약들은 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법일 수도 

있고 법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 즉 국가법에 기 한 통  법실증주의의 

에서 보면, 컨  UCL은 법제정 권한이 모호한 국제상공조직들 간의 합의나 

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16) 그러나 법

을 법제정 당국으로서의 국가의 주권  권한이나 강제  철이라는 에서만 

보지 않고 비실증주의  법개념도 받아들일 여지를 남긴다면 이것들은 법으로서

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 이때 비실증주의 법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통 인 자연법론 노선을 따르는 법개념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  지구화

의 진 에 따라 변화하는 법패러다임을 이해하기 해서는 법은 국가  강제나 

국가들간의 합의로부터 나온다는 국가주의  공식법  을 떠나서, 그리고 보

편이성원리나 우주  질서원리를 법원천으로 보는 자연법, 만민법, 이성법의 

통을 떠나서, 경험주의  시각에서 보다 다원  법개념으로 가는 제3의 길을 열

어둘 필요가 있다.17) 이와 함께 법을 입법, 소송, 사법 등 국가와 국민의 공식  

된다. 즉 인식적 기대가 ‘규범적 기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soft law와 같은 지구적 법질서가 등장하게 된다. 즉 제재력이 보장되
지 않은 따라서 아직 규범력이 약한 신사협정이나 soft law는 인식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의 중간단계에 나타나는 글로벌스텐더드로 볼 수 있다(Klaus F. Röhl, “Die Rolle 
des Rechts im Prozeß der Globalisierung”,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17 (1996), 
Heft 1, 23면. Holger Kremser, ‘Soft Law’ der Unesco und Grundgesetz. Dargestellt 
am Beispiel der Mediendeklaration, Frankfurt a.M., 1996). 이런 의미에서 선언, 결의안, 
권고안 등의 형태로 제정되는 국제규범들도 soft law로 분류될 수 있다.

15) William E. Scheuerman/Franz Neumann, “Legal Theorist of Globalization?”, in: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Bd. 88/1, 2002, 79-89.

16) 국제거래법의 통일화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lex Mercatoria ―국가 이전의 13세기 
중세 유럽의 상인들 사이에 정착되었던 관행표준에 대해서는 Wiener, 앞의 책, 182면. 

17) 이러한 관점에서 Röhl은 법의 지구화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거점으로서 법의 원천
에 관한 물음을 관습, 사회구조 및 기능, 갈등관계 등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을 통해 
던진 바 있다. 사실 법사회학자들은 대부분 국가법중심주의를 벗어나 다원주의적 법개
념들로부터 출발한다. 예컨대 Marc Galanter, “Justice in many Rooms”, Journal of 
Legal Pluralism and Inofficial Law 19, 1981, 1-47. 법을 국가적 속성으로 이해하는데 
반기를 든 국제주의자 Leon Petrażycki의 법철학에 대해서는 Krzysztof Motyka, “Leon 
Petrażycki challenge to legal orthodoxy”, 23rd World IVR World Congr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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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생활이나 사회통제의 의미로만 악하지 않는 태도, 즉 다양한 규범  원천

을 추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법철학이 법의 근본문제를 다시 한 번 비 으로 생각하는 학문분과라 할진

, 법이론에서 지 껏 당연시되어 왔던 가정이나 개념, 행 등등을 새로운 

으로 비 으로 바라보고, 제외되고 배제되었던 것들,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을 

법이론 구성의 새로운 계기로 맞고자 하는, 보다 유연한 법추구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18) 우리는 법을 우선 으로 사회통제의 수단, 그러므로 사회생활을 한 

필요악으로, 아니면 기껏해야 질서유지를 한 도구로 폄하하는 감이 없지 않다. 

권  정권에 의한 탄압을 체험한 공동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법은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립 인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

진다. 그것 자체로서 도덕  기획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법은 인간

의 정신  기획이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 최 의 정신  유산의 일부인 은 부

인할 수 없다. 그것은 법이 사람들 에 일방 으로 군림하는 권 가 결코 아니

라, 사람들이 법생활에 참여하는 가운데 법을 통해 더 풍성해지고 보호받고 자격

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법은 상호소통  정신활동의 성과인 것

이다. 

요컨  법사고와 법운 에서 합리  유연성이 더 발휘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성과 통일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균형잡기

의 시도하는 법개념 같은 것을 떠올려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다고 하여 이러

한 합리  유연성의 요청이 물론 법의 규범  속성의 핵심을 와해시키는 법이론

으로까지 가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와 문화다원주의의 시 에 

요청되는 법의 ‘변형(tranformation)’을, 법개념을 ‘제안(proposal)’이나 ‘권  권

고(authoritative recommendation)’의 수 으로 악하자는 데까지 나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19)

법형식주의의 완화, 합법성과 법  안정성의 손상조짐은 어쩌면 오늘날 제반 

경제 ⋅사회  유동성의 증 에 따르는 필연 인 귀결이라고도 여겨진다. 고도

로 복잡해진 국가의 과제는 국가법의 차원에서도 법 단에서 공익  요소, 상황

Philosophy of Law and Social Philosophy, 2007.1-6 AUGUST 2007, Krakow, Poland. 
18) Zenon Bańkowski, Living Lawfully, Kluwer, Dortrecht, 2001.
19) 이에 대해서는 Takao Katsuragi,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the Concept of 

Law”, 23rd World IVR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of Law and Social Philosophy, 
2007.1-6 AUGUST 2007, Krakow,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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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도덕  척도 등의 요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에의 구속’이라는 법 의 임무는  더 힘들게 되었다. 법에 한 폭발 인 수

요와 함께 무엇이든 입법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 입법편의주의에 편승하여 

법은 오늘날  더 편화, 단편화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규범이

나 법원리들 간의 충돌과 모순은 커지게 마련이다. 국회에서 정치인들은 법에 

한 사회  수요에 하여 정치 ⋅도덕  책임을 면하기 해 규율의 목표나 

용범 , 집행 차가 불분명한 형태의 입법을 꾀하기도 한다. 이 게 법규의 의

미내용이 불명확해지는 시  요인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원리들

이 경합할 여지도 늘어나면 반형식주의 흐름과 법  안 성의 손상, 그리고 법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유동성의 지구  증 는 이러한 국가법  불확실

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제반 유동성요인에 지구화에 따른 유동성이 겹치면서 나타

나는 것처럼 보이는 법  불확실성을 우리는 곧장 ‘법의 지배’의 축 내지 후퇴

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실 법을 통한 국가의 통

제력은 역사 으로 보면 어느 시 나 완벽했던 때는 없었다. 정치 ⋅도덕  불

일치가 커지는 속에 이질 인 요소들이 뒤섞이는 문화  다원주의 시 에 들어

서면서 ‘법의 지배’의 의의는 오히려 더 커지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법의 기’ 혹은 ‘법치주의의 기’설은 한 면으로는 지나치게 기능 으로 그리

고 국가 심 으로 법을 이해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에서 기는 

“법치국가  원리의 불충분한 제도화”20)에 있다고 보고 법의 지배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하버마스의 지 은 하다.

거래 계의 지구  증  즉 유동성의 증 는 정치 ⋅사회 ⋅문화  배경이 

다른 당사들 간의 증 된 분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더 많은 법화(legalization)와 

문법률가에 한 수요창출로 이어지고도 있는 것이다.21) 국내 으로나 국제

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데 따르는 기의식22)과 

20)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522면. 
21) Martin Shapiro, “The Globalization of Law”, in: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1, 1993, 41면 이하 참조. 그는 “지구적 규모의 법률만능주의”의 위험성
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22) 197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158차례의 외환위기와 54차례의 금융위기가 있
었고 양자의 복합형태의 위기가 32차례 있었다고 한다(여기서는 이혜경, “세계화, 기
회인가 위기인가”, 2010 한국여성정책 Vision: 차이⋅평등⋅공존, 한국프레스센터, 
2001.11.26, 자료집, 94면. Jürgen Basedow, “법의 세계화”, 2003년도 문가 청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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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불확실성이 법  규제를 다시 부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계  권 나 

국가  권력집 에 한 지구  불신이 개인의 인권보장 차원의 법  보호 요

청을 강하게 하리라는 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23)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종 규제개 의 사례들에서 규제완화와 재규제가 반

복되는 양상도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 법의 통일화 경향

오늘날 각국들의 기술  네트워크는 가 뭐래도 제도  네트워크에 앞서 가

고 있다. 이를테면 개인들은 지구 으로 행 하는 데 비해서 권리나 의무를 설정

하고 규율하는 틀은 정보화단계, 그리고 지역  공간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행 민법상의 재산 개념만 해도 기본 으로는 2세기  산업

사회 구조의 산물인 물리  개념 차원에 합했던 것으로서 지 의 기술사회에 

딱 들어맞는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국경을 넘나드는 융사기꾼이나 마약상을 

효과 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국제 인 제도  보장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

다. 융거래, 여행, 보험 등에서 통 인 국가제도망이 WTO체제하의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풀리면서 그만큼 범죄행 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컨  

A국은 산상의 도나 인터넷상의 명 훼손을 인정하는 데 비해 B국은 그 지 

않다면, 혹은 C국은 ‘더러운’ 돈을 규제하기 해 엄격한 융규제정책을 시행하

고 있는데 비해 D국은 이런 런 이유로 외국은행에 해 규제를 덜 하는 환경을 

제시하면서 돈의 출처를 따지지 않는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이러한 각종 거래와 

련한 갈등을 해결하고 자국의 사회안 망을 구축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으로 나오는 갈등 해결책은 각국들이 통  가치나 사

회 행상의 차이는 쳐 두고 비슷한 법 내지 통일된 법을 만들어 처하는 방

향으로 가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이나 환경법 등 몇몇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법

의 지구  통일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요인들은 경제분야의 문성, 정보기술로 

가까워진 세계, 그 안에서 증가하는 거래의 박성 등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법제연구원, 35면. 그는 오늘날 세계화의 추동력은 경제적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오히려 상업적 동기의 배후에 “유동성과 한계를 일탈하려는 인류의 
염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23) Shapiro, 앞의 글,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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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러한 법의 통일화는 민주주의 가치훼손, 측가능성 손상, 비실효성, 시

민  자율상실 등 반작용도 심각하다.24) 법이 국가  지방  통이나 가치, 문

화, 사회  행에 일치하는 신에 거래의 박성이나 아니면 규제를 조화시켜

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법은 설사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목표를 제 로 달성하기 어렵다. 컨  은행거래나 돈세탁 방지를 해 국가들 

간에 통일된 일반 법원칙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은행 거래상의 비 유지, 민사책

임, 고객정보 리, 범죄 방지 등 후속 조치까지 취해지는 규제의 통일화가 제

로 작동하려면, 컨  EU나 미국처럼, 이 분야의 개별국가들의 사정이 어느 정

도는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다르고 은행과 고객의 신뢰 계가 다른 

나라에 규제조화의 박성에만 따라 통일된 기 이 강요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

가? 설사 통일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갈등하는 이해 계 때문에 해

석  용단계에서 자의 인 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그 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  내지 방법론  근에 따라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측가능성이 하게 떨어지고 비효율 ⋅비생산 인 법이 되기 십

상이다. 규제의 조화에 한 경제  타당성이 정치  타당성까지 보장해주지 않

음은 물론이다.25)

오늘날 국제규약이나 국제통일법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 비해 막상 이 법들

24) 법규범의 지구적 통일화 경향과 함께 지구화에 따른 법규범의 다원화 현상에 대해서
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서원우 교수는 법규범의 통일화와 다원화가 동시에 진행되
고 있는 점을 법의 지구화의 특징으로 꼽고 있다. 즉 종래 “주권국가의 테두리 속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아오던 소수민족의 권리나 복수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지역적 이익을 
주권국가나 그 집합체로서의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넘어 하나의 지구공동체의 문제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도 확실하게 퍼지”면서 “규범이나 가치관의 통일보다는 오히려 
다문화주의가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는” 태도가 나타나고 “이러한 태도는 
정치시스템이나 그 일부라고도 할 수 있는 법시스템의 내용이나 구조의 다양성을 승
인하는 법적 다원주의와도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서원우, “글로버리제
이션과 법”, 스티스, 통권 제77호, 2004/2, 146, 147면). 

25) 최병선, “세계화시대의 국가간 규제(정책 및 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2001 겨울호, 185면 참조. “자국의 규제여건에 맞추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각국의 기업들은 각기 자국의 규제기준에 유사한 수준과 형태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인 바, 이 경우 현실적으로 규제조화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
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최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상대국의 정책자율
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기 쉬운 규제조화보다는 상호인정제도에 의하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더 타당한 문제해결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상호인정제도란 이를테면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기본요건의 동등성에 대한 상호인정이 있
기만 하면 통합과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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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내법들이 지켜지는 수 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극히 의문스럽다. 기껏해야 

30 내지 40개국이 비 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그나마 성공 이라고 할 수 

있는 수 의 국제규약들이 태반인 실정이다.26) 이는 통일법이 실제로 그 목 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다. EU법만 하더라도 회원국 내의 반 가 심하

면 실제로 용되지 않고 있다. 한 세기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법의 통일화를 

시도했을 때는 참가국들의 수는 었으며 지구상의 상당지역은 사실 식민통치하

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유엔의 다자간 상테이블에 이백 가까운 국

가들이 둘러앉는 상태에서 약성안 과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은 엄청나다. 사실상 

의사 달은 거의 불가능하며 주요한 결정은 결국 강 국을 심으로 하는 소그

룹에서 내려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연히 체결된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

을 보이는 참가국이 있게 마련하고 따라서 최종 인 비 국가의 수는 제한되기 

마련인 것이다.

국제법의 입법단계의 막 에서 작용하는 로비, 국제분규에서 해결 차의 비공

개, 련 례의 부재 문제 등의 한계를 떠올리면 국제거래 계는 법 해결보다

는 사  연결망 등 법외  해결 차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옳은 진단인

지도 모른다. 이는 속한 시장변화와 이에 따른 속한 융  경제거래의 속

성 때문에도 불가피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통일된 법규에 의해 다루기에는 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증가된 지구  거래의 결과가 직 으로 지구  법의 통일화를 래한다는 생

각은 근거가 약하다. 학자들 에는 세계경제가 갈등해결을 해 규범보다는 

재나 인간 계의 신뢰망 같은 비형식  요소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27) 국경을 넘나드는 법활동에서 국제법질서보다는 

기업들의 행동강령이나 일반거래약 , 국제로펌, 세계상공회의소, 국제채권 수집

조직, 사  신뢰망 등이 실제로 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28) 

26) Richard P. Appelbaum etc (ed.), Rules and Network. The Legal Culture of Global 
Business Transactions, Hart Publishing: Oxford, 2001, 10면.

27)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불가결한 예측가능성이나 신뢰문제는 법적 의무에 의해서보다
는 사적인 신뢰창출, 상호의존, 오랜 거래, 중재절차 등에 의해서 확보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Wai-Keung Chung and Gary G. Hamilton, “Social Logic as 
Business Logic: Guanxi, Trustworthiness, and the Embeddedness of Chinese Practices”, 
Appelbaum etc (ed.), 앞의 책, 325면 이하 참조.

28) 국가법의 통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에서 법문화의 차이, 관행상의 어려움, 
무경험, 사안의 복잡성 등 때문에 채권행사에 따르는 고비용을 피하기 위해 법외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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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미국법서비스의 향력은 놀라운 수 이다. 오늘날 

미국 법과 학의 세계 인 향력은 가히 ‘교육제국주의(educational imperialism)’

를 연상시키는 수 이다.29) 세유럽에서 로마법을 공부하러 이탈리아로 몰려갔

다면 이제 지구 사람들은 미국법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시장개방 

압력으로 법률시장도 열리면서,  미국의 외교  압력으로 미국식의 행이 

국가  규범틀로 일반화되면서, 형기업의 계약체결이나 기업설립  합병, 

융거래에서 형 국제로펌에서 활동하는 미국법과 학 출신 법률가들의 법해석

과 고객 리 행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 인 승자가 되기 힘들다. 미의 형 

로펌들은 지구  통일규범들에서 나타나는 필연 인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나름

로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형성과정의 합법성과 정당성

을 부여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단순히 법 용단계에

서 고객들의 수요에 따른 기술 ⋅수단  답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결과 으

로 법형성  입법에 여하기도 하는 것이다.30)

국경을 넘는 사안들은 실제로는 지구  통일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정의 국

가(법)화, 험의 개별화 략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상은 특히 돈세탁 

방지, 인터넷상의 지  재산권 보호 등과 련한 규제책에서 쉽게 발견된다. 즉 

결코 용이하지 않은 국제 약을 성안하는 시도를 하는 신에, 실제로 각국들은 

이 분야에서 주도 인 향력을 가진 국가들의 외교  압력에 따라 개는 그들

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국내법을 정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컨  정부주도

의 융  거래정책이 시장주도로 넘어가면서 규제완화에 따라 생긴 험에 

해서도, 정부가 지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안 조치의 국가부담화를 통해 해결하

결을 택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Yves Dezalay, “The Big Bang and the Law: The 
Internalization and Restructuration of the Legal Field”, in: Theory, Culture & Society 7 
(1990), 279-293면 참조. 이와 관련한 터키와 독일의 경험연구에 대해서는 Ali Cem 
Budak, “Cross-border Debt Collection: Example of Turkey and Germany”, in: Emerging 
Legal Certainty. Empirical Studies on the Globalization of Law, V. Gressner/A. C. 
Budak (ed.), Dartmouth, 1998, 17-53면 참조.

29) Appelbaum etc (ed.), 앞의 책, 4면. 하버드 로스쿨을 필두로 미국 법과대학이 어떻게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송상현, 
“글로벌문명의 탄생과 21세기 법학의 장래”, 민사 례연구 23권, 박영사, 2001, 1면 이
하 참조.

30) Yves Dezalay/Bryant Garth, “Merchants of Law as Moral Entrepreneurs: Constructing 
International Justice from the Competition of Transnational Business Disputes”, in: Law 
& Society Review 29, 1995,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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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부분이다.31) 결국 국경을 넘는 사안들에 한 규제방안은 으로 

국가법체제에 의존해 있는 것이다. 험한 거래에 한 단속권의 민 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의심스러운 거래를 은행이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 형사책임을 묻는다든가, 작권보호 련 단속책임을 인터넷시스템 

오퍼 이터에게 부과하는 등. 

결론 으로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반의 지구화 흐름이 반드시 법의 지구화

를 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다고 해서 물론 필자가 지

구화 흐름에 연한 고유한 법문화나 법체계의 유지가 가능하고  그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 상과 사회구조의 반 인 법

이 상호연결성이 지구 인 규모로 증 되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처해 향을 받

게 되는 것은 필연 이다. 이에 따른 법 통, 법가치, 법사고, 법의식의 변화를 

검하는 과제는 학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 국가법과 국제법의 편

자본주의의 발 으로 시장경제가 지구  규모로 확장하면서 국가법은 어느 면

에서 장애물로 여겨지는 분 기다. 실제로 지구시장은 이 장애물을 축소 내지 극

복하는 방향으로 발 해 왔다. 다국 기업의 탄생도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에 

알맞은 방편이었다. 이러한 분 기에서 더 유연하고 더 자율 인 lex mercatoria 

같은 soft law들이 출 했다. 

이러한 법형식들은 세계시장거래를 기반으로 지구  법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도 한다. 그러나 시장이 자율 이고 자연발생 으로 지구  규모

로 탄생한다고 하여 법도 그런 것은 아니다. 지구  규모의 시장경쟁으로 발생하

는 빈부격차, 환경 괴 등에 처하는 법도 시장  자율거래를 통해서 자연발생

으로 생성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구화의 진 에 따른 제반 사회

⋅경제  문제들을 규제하기 한 법은 우선 으로는 국가 혹은 국가들 간의 행

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법을 운용하는 정치구조는 융이나 무역, 기술 등에 비해 훨씬 국가 이다. 

31) Wiener, 앞의 책, 186면. 예컨대 돈세탁 혐의가 있는 돈인지 여부에 대한 추적 및 조
사권을 은행에 부여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정부에 보고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국
제금융 거래에 따르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거래를 하는 은행으로 하여금 의무
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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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에서의 지구화의 진 에도 불구하고 지구  규모의 단일한 지구법을 상정

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구화의 진 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제법률

계의 주체  지 에 있다는 사실은 어도 지 까지는 변함없어 보인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망하는 로 국가는 이제 국제  법률 계에서 결코 유일한 주

체일 수는 없게 되었다. 어 든 법의 국제화와는 별도로 법의 지구화라는 것이 

진행된다면 그 진행과정은 국가의 행 로부터 완 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

다.32) 

지구화와 련한 국가의 역할문제는 여성주의 이론가들의 요한 심사를 이

룬다. 국가의 역할을 규제자 혹은 사회  형평의 보장자로서 보는 사람들은 지구

화의 진 과 함께 각종 재원을 분배하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사회안 , 성

평등, 인권, 노동기  등의 법제화 구조가 약화된다고 측한다.33)

많은 학자들은 지구화의 진 에 따라 사회  가치의 배분자로서의 국가의 독

 역할이 국가 이외의 다른 행 주체에 의해 분 된다는 데 체로 동의한다. 

국민국가의 주권체제가 인 심이라고는 보기 힘든 세계질서의 흐름이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국가의 주권  권 가 국제조직⋅국가정부⋅지방당

국으로 어느 정도의 분할 내지 분 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배타  공권력의 의미에서의 국민국가 주권체제  국가시스템에 한 도 은 

어도 지 까지는 미미했다.34) 그러나 지구화와 함께 국가  속성과 헌법  기

를 건드리고, 이와 함께 공공재 제공의 기반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지구  확 가 무한경쟁을 모토로 삼고 그래서 

새로운 국가의 역할이 ‘경쟁국가’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는 그 자체로 시장을 지

향하고 더 나아가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 바 고 있다. 국가를 더 이상 

32) 서원우, 앞의 글, 148면: “병존하는 국가가 저마다 독자적으로, 그러나 법의 창조나 해
석⋅적용에 즈음해서 어떤 의미에서든 공통의 방향을 채용함으로써 국제공법이나 국
제사법의 발달 ―가령 법의 국제화라 부를 만한― 과는 별도로, 그것도 병행하는 형태
로 법의 글로버리제이션이 진행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의 
그로버리제이션의 본질, 특히 그 핵심이 되는 규범적 함의와 그것을 낳게 하는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것이 제시하는 문제에 법이론적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 김선욱,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 방향”, 지구화와 여성시민권, 한국여성연구원 편,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70면.

34) Montevideo Convention on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33, 49 Stat. 3097, T.S. 
No.881, 165 L.N.T.S. 19, art.1. 이에 따르면 국제법상 국가성의 규준으로 간주되는 것
은 국민, 영토, 정치적 자율체로서의 정부, 타 국가와의 관계설정능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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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결사체’가 아닌 ‘기업  결사체’로 일컫는 사람도 있다. 이와 함께 사회

안 , 국가의사형성, 시민의 정치  권리와 의무, 합법성, 민주주의, 정의 등 기본

개념이 도 받게 된 것이다. 제반 공공재의 제공방식의 변화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데서 느끼는 인간실존의 사회심리  안정감까지 태롭게 하고 있다.

국가의 정치 ⋅사회 ⋅심리  의미손상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의 제공자라는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까지 ‘국가의 퇴각’을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35) 실제

로 OECD 국가들의 통계를 심으로 살펴보면 지구경제력이 컨  각국의 사회

보장 지출규모를 다는 단서는 잡히지 않는다.36)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심에 

서있는 국가들도 순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만 기반을 둔 것은 아니며 복지사

회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항하는 이 복지 ⋅사회

 법정책은 국제 ⋅ 국가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십여 년  지구화가 진 할 때 국민국가와 그에 따른 국가법의 빠른 종언

을 측한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구화가 진 했다는 오늘날 국가

의 역할과 임무는 여 히 지 않았다.37) 국가간 불평등이 심화되었을 뿐이다. 

물론 지구화의 향후 진로는 개별국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법치주의를 탄생시킨 근 의 정치  상상력이 국가의 울타리 안에 머물 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오늘날 지구화의 다양한 흐름 체를 서

구 로젝트라고 규정하기는 무리이지만, 지구화가 서구 근 국가의 발 의 향

력과 그 확장의 결과라는 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은 이 서구 근 화과

정에 동반된 사회의 합리  지배양식에 해당한다. 이 에서 지구화 흐름과 그에 

따른 법의 지구화의 의미를 악하기 해서는 ‘법의 지배’와 근 화의 계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의 지배’는 사회의 합리화 내지 조직화의 의미의 제재이념의 확 를 뜻했

35) S. 스트레인지, 국가의 퇴각, 양오석 옮김, 푸른길, 2001.
36) Stein Kuhnle (ed.), Survival of the European States, Routledge, London, 2000. 물론 이

는 유럽과 영미국가들에서의 복지국가의 건재를 알려주는 통계로서, 이것이 IMF 외환
위기의 형태로 지구화를 겪은 동아시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7) Martin Wolf, “Will the nation-state survive globalization?”, in: Foreign Affairs, vol. 
80(1), 2001. Dani Roderik,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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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법의 지배’의 이 이념상의 무한정성은 역사 으로는 일국국가로 제약

되어 나타났다. 즉 ‘법’의 지배라는 이념  보편성이 법‘지배’라는 지리  공간의 

특수성에 터 잡은 것이 근  이래 산업자본국가에서의 법치주의인 것이다. 오늘

날 우리가 가진 법체계는 이 게 국가라는 특정한 정치  지배형태와 정치공동

체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러한 국민국가들간의 주권  권력의 칭을 바탕으로 

세계 으로 확장된 정치  기획이다. 

근  이래의 정치 ⋅경제  지배가 지역  특수성과 믿음, 통과 습 , 신분

 요소 따 를 끊임없이 배제시키면서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조직된 지배 형태

를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간 것은 법체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막

스 베버가 서구근 화의 최종단계로서 말하는 ‘법의 지배’인 것이다. 

법의 지배의 확장은 근  이래의 제반 사회이론들의 성립과정에서 그 로 드

러난다.38) 이를 테면 그것은 꽁트가 정신활동의 발 의 정 에 해당하는 실증주

의 유토피아로써 그리는 사회공학에서 드러나며, 뒤르껭이 지역  가치와 믿음에 

기 한 체제가 분업에 따른 기능  통합과 유 에 의해 체된 증거로 바로 법제

도의 발 을 드는 데서도 나타난다. 퇴니스는 이 부분을 통과 습 에 따른 사

회(Gemeinschaft)에서 이성에 따른 사회(Gesellschaft)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설명

하며, 메인은 이를 나름 로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말로  다르게 표 했다.

법치주의는 이념상으로 보편주의의 요소를 지닌다. 그래서 근  이래 법학은 

일반법학으로 일 해 왔다. 즉 법의 일반화가능성이 법형성의 핵심징표를 이루어 

왔다. 근 의 정치  기획으로서의 이 보편법이념은 근본 으로 국민국가의 합법

성과 자주성의 기 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화에 동반된 법이념이었다. 그리고 

국제화가 근 국민국가의 부국강병 략, 토확장 략이었다는 의미에서는 이 보

편법이념은 국제법질서 즉 만민공법질서 창출에 동반된 이념이기도 했다. 즉 국

제화에도 동반된 법이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구화가 단순한 지리  공

간확 나 국제화의 연장을 뜻한다고 볼 수 없는 한, 보편주의만으로는 지구  입

법이념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 까지 국제법은 국가주권을, 정부가 국민에게 정당하게 제공하는 것과 련

한 평가가 아니라 국민과 토에 한 정부의 정치  통제의 의미로 받아들 다. 

지구화에 처해 이러한 의미의 국가주의 혹은 국가주권주의는 도 받고 있다. 우

리가 주권개념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는 아직 없지만 어도 이것

38) Richard P. Appelbaum etc (ed.), 앞의 책, 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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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고하게 고정된 개념으로 설정해야 할 근거는  희박해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상호연결성이 지구 으로 확 되는 흐름 속에서 이른바 ‘경쟁국가’의 주권

은 단순히 정치  통제나 국가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헌법  합법성을 동반할 때 궁극 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다.

기존의 국제법상의 국가에 한 정의를 따르게 되면, 국가가 구성원들의 인권

이나 여성의 권리에 해 어떻게 취 하고 있는지, 국민의 민주  표성에 여성

의 표성을 충분히 반 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는 별 상 이 없게 된다. 즉 여성

의 권리를 시하여 시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권도 국가성을 인정받

게 되고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어 국제법 성안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39) 지

구화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국가주의 내지 국가주권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

는 법이념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등은 새로 탄생하는 국가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기 으로서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의 존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40) 

4. 공식  법에 한 도

지구화시 의 특징은 행 주체와 행 목표가 단일화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구  법문화는 탈근 의 복잡성의 일환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법은 국가법이라는 단일한 근원을 갖는 신 지방 , 국가 , 지구  법질

서의 층구조로 나타난다. 컨  지방의 어느 한 섬유공장의 노동분규는 지방

 단 에서 보면 작업장 내 생산 계, 작업규칙, 분규 방 등이 합법성의 핵심

을 이루게 된다. 국가법의 차원에서 보면 노동분규는 노사정의 계, 물가상승률, 

정치  안정 등 보다 넓은 사회 ⋅경제 ⋅산업 계들의 일부분으로 규범의미

를 획득한다. 국가  합법성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노동분규는 국제경제

계에서 더 미미한 지 로 떨어진다. 이 세 법층들은 노동분규라는 동일한 사회

문제를 규율목 으로 삼고 있다는 에서 동일한 상을 가진다고 여겨질 수 있

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들은 일치하는 상들이 아니며, 법에 한 기본 념이나 

법  갈등을 정당화하는 시각 한 일치하지 않는다. 

법의 국제화가 국가주의, 보편주의에 의존했다면,41) 법의 지구화는 국가법과 

39) Karen Knop, 앞의 글, 155면. 
40) EU 출범 이전의 E.C. Guidelines on the Recognition of New States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199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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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편에서 새로이 태동하는 사회  활력들에 의존한다. 오늘날 국경을 

넘어서 연 하는 인권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반핵⋅반 운동 등, 운동의 지구

화가 그것이다. 이런 지구  움직임은 법집행에 있어서 다른 안을 찾도록 압력

을 넣고, 법 단에서 효과  비용계산을 달리 하도록 하는데 서서히 향을 미

치고 있다. 

국제  국가  지역 으로 연 하여 움직이는 조직들은 분명 지구화시

의 새로운 특징으로 두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 분야를 필두

로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한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다국 기업

들의 황은 가히 ‘조직의 명’으로 불릴 만하다. 자연인이 아닌 이들 법인들의 

탄생  그 존재목표는 한마디로 개별국가들에 해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이든 

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국가 그리고 국가법과 경합하는 독립

된 새로운 행 유형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런 에서 이들 조직들과 국가의 근

본 인 유사성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42)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은 법사회학자들이 즐겨 쓰는 표 이다. 이 

표 은 지구화시 의 새로운 법패러다임을 이해하기 해서 우리가 국가법이나 

공식법보다는 사회  기반 자체에 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알려 다. 지구  

의 새로운 질서단계에 들어서기 해서는 국가를 바탕으로 행동해 온 인류과

거사에 한 냉엄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에 서면 법의 원천으로서 

보다 자발 인 질서형성 요소들이 요하게 떠오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방 , 

국가 , 국가 , 지역 , 국제 , 지구  계의 층구조와 상호교차의 복잡

성속에서 법의 역할을 제 로 악하기 해서는 입법이나, 례, 학설보다는 사

회의 행 기 , 의식변화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인권, 민주주의원리 등 헌법  가치의 세계  확산

추세는 분명 법의 지구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43) 상호연결성의 획기  증 와 함

께 지구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해서  더 

소상히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지구의 다른 쪽 사람들이 법의 이름으

로 어떤 권리를 리며, 정 차, 안 , 손해배상 등을 받고 있는지 소상히 알게 

41) 계수법이론이나, 1960년대의 법과 발전이론 그리고 종속이론은 그런 의미에서 법의 
국제화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나 법의 지구화를 설명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42) Kenneth E. Boulding, 앞의 책.
43) Klaus F. Röhl, 앞의 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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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조만간 그것들에 한 요구로 바 기 마련이다. 이와 함

께 민주  법개념 내지 법원리들의 지구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구  

흐름이 진 될수록 민주화, 투명화, 부패청산 등의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합리  통치에 한 기 가 높아지면 자국민의 이익보호에 실패한 국가에 한 

시민  항도 따라서 커질 것이다. 지  재산, 정보보호, 소비자보호와 련한 

법의 통일화 흐름도 지구 으로 소통하는 시민층을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법과 국제법의 편에서 지구법이 태동한다면 그 법의 주체는 타문화를 이

해할  알고 지구 으로 소통할  아는, ‘산업인’이 아닌 ‘소통인’, 바로 로

벌시민이 될 것이다.

Ⅳ. 주류의 법이론에 한 도

오늘날 법실증주의나 분석법학 등 통 인 주류의 법이론은 지구화 시 에 

새로운 도 에 처해 있다. 리암 트 닝(William Twining)은 지구화가 오늘날 

법이론에 던지는 근본 인 도 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44) 

첫째, 지구화는 법을 그것 자체로서 통일 이고 독립 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그 개념분석에 몰두하는 이른바 ‘블랙박스이론’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

한다. 국내법은 더 이상 외부의 향이나 외부법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문제, 국제범죄, 자본과 경제거래의 국제  증 에 

따른 사  성격의 규제와 재기구(lex mercatoria)의 강세, 종교와 결부되어 국경

을 넘어서까지 작용하는 이슬람법권 문제 등등, 통  국제공법이 제 로 처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화문제들로 인해 국가와 법의 유리를 제하는 ‘비국가

법’, ‘비정형  범주의 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이한 법체계에서 

서로 다른 법률용어들을 개념 으로 명확히 하고 법문화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

기 한 메타언어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주류의 법이론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심이나 , 그리고 방법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법실증주의, 자유주의법

이론, 자연법론, 맑스주의법이론, 법 실주의, 법과 사회이론, 포스트모던법이론, 

44) William Twining, 앞의 책, 5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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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법학운동, 법경제학, 법과 문학이론, 법심리학, 법과 발 이론, 법다원주의, 

법여성주의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미의 법철학계를 심으로 보면 이 다

양성의 정도는 한층 더 돋보여, 최근 심리분석과 법, 법과 상식, 법과 열정, 법과 

문학, 법과 종교, 법과 의료, 생명윤리와 법 등의 주제로 개최되는 워크 이나 세

미나도 빈번했다.45) 그러나 이 다양한 분야들 에서 법과 발 이론, 법다원주의, 

법여성주의를 제외하면, 세계화시 의 법질서라는 주제에 어느 정도 하게 

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문화, 종교법, 남북문제, 환경, 핵, 쟁, 난민, 국제인신매매와 같은 정치  

불평등 문제들은 아직 주류 법철학 내지 법이론의 심밖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오늘날 우리들 세계에서 국경은 우리의 도덕  감수성에 해 기꺼이 색맹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46) 일 이 칸트는 한 국가의 정의는 더 넓은 지구사회의 

정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통찰했지만, 이는 그 이후의 법철학자들에게 주목되

지 못했다.47) 

통 으로 국가법과 련하여 이들이 제기한 이슈들 에는 물론 국가  

혹은 지구  법질서의 에서 의미 있는 것이 없지 않다. 컨  실증주의와 

자연법론, 효용성과 권리, 보편주의와 상 주의, 자유와 평등, 자유시장과 복지의 

계 문제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국가법체제와 연 되어 발 된 이런 주제들이 

국가  혹은 지구  맥락으로 어떻게 환될 수 있는지에 놓인다. 이 에서 트

닝은 국의 법실증주의가 개별  법이론 보다는 일반법이론을 더 강조했음을 

주목하고, 일반법학의 부흥을 통해 지구  법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다.48) 그에 따르면 일반법학은 보편화능력이나, 문화  혹은 법  다원주의, 지구

 메타언어의 발  범 , 법 상에 한 경험  일반화와 련하여 반드시 특정

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 할, 국경, 통 그리

고 문화를 가로 질러 개념 으로, 역사 으로, 경험 으로 법에 해서 일반화시

45) Symposium on “Legal Theory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1998, 51 CLP.
46) Thomas Pogge, Realizing Rawls, 1989, 254면.
47) “완전한 시민헌법을 수립하는 문제는 국가들간의 법률적인 대외적 관계의 문제에 달

려 있다. 그리고 이 후자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여기
서는 Pogge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함). 

48) Twining, 앞의 책, 254면. 그는 영국의 법학교육에서 로마법, 캐논법, 국제공법, 비교법 
연구 등이 상당히 강조된 역사를 지적하면서 영국법학교육이 세계시민적이라고 주장
한다. 그는 지구적 관점의 일반법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비교법적 연구를 장려하고 있
다(255, 256면). 



2007. 9.] 지구화와 법이론 157

키는 것이 어느 만큼 가능하며  요구되는지”에 심이 놓인다.49)

트 닝은 특히 벤담, 하트, 롤즈, 피니스, 오스틴, 드워킨, 르웰린, 젠 등 

미의 주류 법철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하면서, 이들이 체로 근  이래의 국가법

의 헤게모니와 통 하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구  에서 

법질서에 근하는 가능성을 열어 보임을 지 한다.50) 

트 닝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이론은 통 으로 국내법에 계된 것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이들이 일반법학의 공헌자들이라는 에서 지구  법이론 개발

에 어느 정도는 정 인 시사를 하고 있다. 컨  벤담은 ‘최 다수의 최 행

복’이라는 공리를 보편법칙으로 발 시켰는데, 이 공리주의  개념은 지역  확

장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즉 그것은 지역  경계가 사회 ⋅도덕  의무의 한

계를 정한다는 필연성을 낳지 않는다. 실제로 벤담 이후의 공리주의자들은, 컨

 오늘날 모든 기아문제는 원칙 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경험  증거를 바탕으로, 

상호연 된 세계사회에서 공리성은 모든 도덕  행 자들에게 기아에 의한 사망

과 같은 극단 인 악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지구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

장한다.51) 벤담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 하게 다르지만, 

그것은 큰 수 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52) 벤담은 실제로 

법이론이 세계 인 단 에서 아주 지역 인 단 까지 다양한 수 에서 작동하기 

한 사항들을 열거했으며, 보편  입법학(Universal Science of Legislation)53)을 

제시했다.  국제 ⋅지역 ⋅ 국가  수 의 헌법설계에 몰두하여 근 법체계

를 하면서 외국정부에도 사하는데 선구 인 역할을 했다. 규범의 보편성에 

한 요구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존재함을 깨달은 그는 ‘함축 이고 포 인 법체계(pannomion)’를 구상했다.54) 

드워킨의 구성  해석이론이나 롤즈의 정의론55)은 미의 법체계를 넘어 자유

49) Twining, 앞의 책, 254면. 
50) Twining, 앞의 책, 60면 이하.
51) Twining, 앞의 책, 69면. 
52) Bentham, A Fragment on Government, ed. by J. H. Burns and H. L. A. Hart, 1977, 

397면.
53) 그의 보편입법학으로부터 도출되는 세부이론은 가치에 관한 일반이론, 인식과 언어이

론, 법 일반의 본질에 대한 이론, 제도적 설계이론, 입헌민주주의 등이다.
54) Bentham, 앞의 책, 398면.
55) 롤즈 자신은 자기의 이론이 “다른 사회와 단절된 닫힌 시스템 하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족적인 국가공동체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John Rawls, A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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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사회 내지 어도 그에 상당한 사회에서는 통용가능하다. 피니스의 자연

법론도 특정 국가를 떠나서도 보편타당한 원리를 들고 나온다.56) 그의 아이디어

는 지구  다국  차원에서 인도주의법으로 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젠의 순

수법이론도 특정법체제나 법문화를 겨냥한 이론이 아니라 실정법 자체에 한 

일반이론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국제공법의 문제와 씨름한 국제 인 학자

다. 롤즈는 자유사회에서의 정의이론을 추구했으며, 그것은 인 으로 경계지어

진 사회나 국가체계에서 보다는 지구  체계에 더 일 되게 용될 수 있는 여

지를 주고 있다. 하트 역시 일반법체계 안에서 기술  분석  이론을 개시킴으

로써 일반분석법학의 요한 이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법개념을 명료화하기 

한 그의 언어 용의 분석방법만 하더라도 특정문화를 넘어선 지구  법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한 언어를 발 시키는데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르웰린도 가

족에서 국가에 이르는 모든 인간집단을 포 하는 일반사회학이론을 바탕으로 삼

기 때문에 그의 직분법학은 법  다원주의, 비국가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무엇

보다도 범 성과 유연성이라는 장 을 지니고 있어서 지구화와 상호의존성에 

의해 야기되는 논쟁을 다루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57)

결론 으로 지구 인 에서 법을 다루고 법이론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

성하기 해서는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이 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법을 그것 자체로 통일 이고 독립  체계로 간주하는 ‘블랙박스이론’은 

더 이상 견지될 수 없다. 법은 ‘사회  논쟁’의 산물로서 사회  맥락과 분리되

어서는 올바르게 설명될 수도 분석될 수도 없다. 그 에서 일반법학  분석  

법실증주의 계열이 함의하는 일반성을 곧장 지구  의 법 악에 무비 으

로 입시킬 수 없다.

둘째, 지구화시 의 상호연 성 증 문제에 응하기 해 다양한 차원의 복잡

성과 넓은 범 의 문제들을 다루는 포 인 일반법이론의 방향으로 나갈 필요

가 있다. 이 일반  이론은 규범의 일반성에 한 요구와 지역의 특수사정에 

한 고려 사이의 긴장을 함축해야 하며, 그러기 해서는 개별 인 법체제에 한 

더 많은 지식과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개별 인 것들을 세부 으로 연구해야 우

of Justice, 1971, 457면). 이는 하나의 사회를 상정하는 정의론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6)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Clarendon Press: Oxford, 1980.
57) Twining, 앞의 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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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무엇이 일반 이고 공통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구  에 서는 법이론은 마땅히 세계시민의 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법과 국제법을 필연 으로 보충하게 될 지구법이론은 세계시민법의 이론이다.

넷째, 법체제가 범 하게 공유하는 법  개념장치들을 검하여 지구화에 

응하는 새로운 명확한 개념구조와 세련된 개념장치들을 더 개발해야 한다. 즉 권

리, 제재, 법, 손해, 계약, 처벌, 배상, 시효, 주권, 인권 등의 법률용어들이 상이

한 법체계와 법문화에서 각각 다르게 쓰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사법이나 법

문화를 월하는 ‘메타언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섯째, 법  다원주의를 본격 으로 법이론 안에 이끌어 들여야 한다. 지구  

법학은 법  다원성의 측면을 일컬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규범  법  다원주의 논의는 주로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의 이론  심

사에 머문 감이 없지 않다. 법  다원주의는 법이론에서 과도한 국가 심주의, 

사법 심주의에 제동을 걸고 법을 ‘공식 ’ 질서와 ‘비공식 ’ 질서의 복잡한 상

호작용의 계 속에서 악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세계시민  법학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구화시 의 법학교육은 

아주 개별 이고 지역  수 의 이슈를 세계  인도주의  에서 볼  아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인간은 구나 고통을 피하고자 함에 있

어서 공통되며 따라서 정의의 기본원리는 지구  일반성을 띤다. 법학도가 끊임

없이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분 기에서 공부하면서 이러한 의미의 공통성과 일반

성을 터득하기 해서는 법학교육은 자국의 법공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곱째, 법을 둘러싼 지구  의 의제나 개념들을 효과 으로 세 히 검토

하기 해서는 법학자와 법실무가들이 더 긴 하게 력해야 한다. 국제공조도 

필요하다. 법학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더 많은 국제 력과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통의 심을 가지는 법학자들 그리고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존의 

장벽과 행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을 거듭할 때 그들은 이미 “여러 나

라의 국민이며, 여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58)이다.

주제어: 지구화와 법이론, 법의 지배, 공식법, 주류의 법이론, 법의 통일화

58) 이 표현은 마르케시니스가 비교법학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용했다. 마르케시니스, 
“비교법학자의 파괴적 역할과 건설적 역할”, 독일민법학논문선, 양창수 편역, 박영사, 
2005,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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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ization and Legal Theory

 59) Un Jong Pak
*

This article approaches the issue of globalization within a realm of legal 

theory and legal philosophy, and beyond investigation of its effect on the 

constituents of law. Discussion on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globalization will be followed by exploration on how globalization influences the 

‘rule of law’, the role of a nation, and how it challenges the main-stream legal 

theory. From thereon, a new legal theory in the globalization era will be 

speculated. Instead of a theoretical explanation on the relationship of global trend 

and law, here the emphasis would be put on interpreting diverse stream and 

contradiction of the phenomena. In addition, globalization will not be simplified 

into concepts such as interdependence, unification, universalism, or convergence.

In a traditional point of view,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on 

law appears to be alleviation of legalism or legal formalism, and a trend toward 

legal unification. Alleviation of formalism and impairment of legal stability due 

to global increase in mobility increases the legal uncertainty. However, this does 

not directly cause retrogression of rule of law.

It is rather probable that legal regulation will be more requested with 

increased threat from grow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mobility and market 

uncertainty. Furthermore the global distrust against supranational convergence of 

power and hierarchical authority may also call for a legal support for 

individual’s human right.

The mainstream legal theory is being challenged by the wave of globalization 

these days. Globalization raises question on the so called ‘black box theory’, 

which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that is regarded as 

 *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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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and unified on its own. State law can no longer be treated as 

isolated from external influence or external regulation. The new global issues 

necessitates new construction of legal theories concerning ‘non-state law’ that 

assumes separation of law from state.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author 

maintains that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issues in the viewpoint of 

globalization and to construct a new paradigm in legal theory, the 7 basic 

principles should be accomplished.

Key word: globalisation and legal theory, rule of law, official law, main-stream 

legal theory, unification of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