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 윤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여

기에는 존경·덕·의무 등의 전통 가

치를 인권·평등·자유 등의 현대적

가치로 번역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

다. 특히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하고 단

지 혈연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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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논법과 법논리

김기창(캠브리지 대학)

우리는 명제를 그 진리치가 단지 우

리의 언어적 관습에 의존하는 분석명

제와 어떤 검증 절차를 요구하는 종합

명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그

것이 참이거나 거짓일 경우 각각 뻔한

소리 혹은 헛소리로 판명날 것이다. 그

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De

Interpretatione 제9장에서 미래에 대

한 진술은 참·거짓이 확정적일 수 없

음을 논하고 있다.

특히 법적 진술의 경우에 이렇게 미

래와 관련된 문장이 문제가 될 수 있

는데, 예컨대 갑은 을에게 금 1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와 같은 문장은

판결이 난 이후에야 그 참·거짓을 논

할 수 있으며, 판결 전에는 법에 대한

여기에서 모든 개인들간의 관계로서

주어지는 현대적 의미의 公 개념을 창

출해야 할 과제가 제시된다. 새로운

종교를 모색하는 일은 오늘날만의 이

야기는 아니며, 인간성 존중을 그 공

통 목표로 하고 있다.

입장 차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곧 판결 전에는 해야 한

다 는 위와 같은 문장은 하지 않

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데, 법실증주의적 시각에서는 위의 문

장을 금 1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자연법주의의 관점에서는 (상위법에

의거할 때) 금 1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는 의미로 해석한

다. 이 경우 전자는 예언에서와 마찬가

지로 참·거짓이 불분명하나, 후자의

해석은 참·거짓의 구별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 상에서 우리는 불특정다

수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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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인 대전제와 특정 개인의 법적

지위를 기술하는 소전제로부터 그 개

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결론을 도출하

는 삼단논법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제와 소전제는 모두 법조항

및 현실의 사태에 따라 그 참·거짓을

결정지을 수 있지만, 결론의 진술은

판결 이전과 이후에 따라 그 참·거짓

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 봉착한

다. 판결 이후에야 이 진술은 그 참·

거짓이 결정될 수 있으며, 판결 이전

혹은 판결 이외의 상황에서는 법적 관

계자들간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정도

제71차 콜로키움 요약문

유가의 종교관과 신인문정신

牟鍾鑒(북경 중앙민족대학)

宗敎라는 말은 19세기 말 일본에

서 religion 을 漢譯하면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중국 고대어 중에서는 人道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 神道가 이

러한 종교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신도의 특징적 요소는 귀신관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현실 세계를

벗어난 이상 세계(피안)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있다. 중국의 귀신 관념

은 周代에 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의 효력을 지닐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적 진술이 문제점을 지

닌다면, 법적 의무라는 것은 어떤 정도

의 구속력을 지닐 수 있는가? 물론, 법

적 의무가 외적인 강제나 이해타산에

의한 심리적 구속력보다는 탈이익주의

적 행동원칙인 규범적 구속력을 지니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재

판은 분쟁을 말로써 해결하는 데 목적

이 있고, 판결 전에는 그 분쟁이 말로

써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시기에 이르면 귀신은 국가의 안

위를 보장하는 존재로서의 의의를 잃

게 되는 것이다. 그 대신 황제의 덕이

야말로 통치의 근본으로 간주되고, 이

로부터 인문정신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귀신 관념은 점차 소멸하였다. 유교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생겨났으면, 그렇

기에 공자는 귀신에 대해 敬而遠之하

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공자는 생사

와 귀신, 죽음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대신 조상 숭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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