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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난 40여 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온 인지과학에 힘입어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법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

론을 도입하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측면에 대한 인식관심으로부터 시

작하여 그 측면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목표로 한다. 법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측

면, 이데올로기적 측면, 정치적 측면, 윤리적 측면, 인간적 측면 등은 각 측면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법들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에 관한 연구도 새로운 방법론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의 법학자 윈터(S. L. Winter)는 제2세대 인지과학에 기초한 

인지이론을 법학방법론으로 차용하여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지법학(cognitive legal studies)이

라고 불린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적 추론에 대한 윈터

의 인지적 분석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인지적 분석방법을 우리 법원의 법

적 추론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분석방

법의 토대가 되는 인지이론과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에 필요한 개념도구

들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윈터가 수행하였던 인지적 

분석의 예들을 검토한다. 이때 인지이론이란, 언어학자 레이코프(G. Lakoff)와 철

학자 존슨(M. Johnson)이 제2세대 인지과학의 발견들을 토대로 구축한 인지의미론

과 ‘신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을 의미한다. 윈터는 인지이론의 틀 

안에서 법적 추론을 분석함으로써 법적 추론이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

phor), 이미지 도식(image schema),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방사형 범주(radial category), 유추(analogy)와 같은 다양한 인지적 기제를 통해서 

예측 가능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인지적 분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우리 법원이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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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결정들의 인지적 측면들을 분석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규범과 판결 중에서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 또는 유추가 활용된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인지적 분석방법을 좀 더 탐구하기 위해 필자는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과 관련된 일련의 결정들을 깊이 있게 분석ᆞ검토한다. 이러한 분

석과 검토를 통해서 사고의 배경이 되는 인지적 기제들이 법적 쟁점(즉, 성전환자

인 신청인의 법적 성별을 그들이 원하는 성별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이 허용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인지적 기제들의 틀 안에서 법적 추론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그

러한 기제들이 법적 추론에서 담당하는 이중적 역할, 즉 법적 쟁점들에 대한 새롭

고도 다양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그러한 가능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

는 역할에 주목하게 만든다. 더욱이 인지적 관점에서 법적 추론을 이해로서 재구

성함으로써 법적 추론이 논리연역적인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불확

정적인 사후 정당화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법적 추론은 맥락과 목

적에 민감한 일련의 인지적 과정들이다. 또한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은 규

칙의 작동방식, 즉 법적 규칙은 기준으로서 작동하는 사실도 알려 준다.

인지적 분석방법은 법적 추론 과정에 관한 적절한 기술(記述)뿐만 아니라 법적 

추론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을 제공한다. 인지적 분석은 아직까지 법학적 조명을 

받지 못했던, 법적 추론의 기저에 있는 인지과정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도록 만든

다. 또한 인지적 분석은 법적 맥락에서 우리의 관행적 사고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

려 주고, 대안적인 사고 틀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인지

적 분석은 법적 사태들과 개념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주요어: 법적 추론, 인지적 분석, 개념적 은유, 이미지 도식,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

학  번: 2011 - 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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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문헌의 인용

(1) 문헌의 인용방식은 시카고 스타일(Chicago style)1)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내문헌(역서 포함)의 경우 (1)의 원칙을 주로 따르되,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

① 단행본 및 잡지명의 제목은 굵은 고딕체로 표기한다.

② 저자나 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와 저자 및 역자와 역자를 

가운뎃점(ᆞ)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우리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의 권ᆞ호는 ‘[권수], no. [호수]’로 표기한다.

2. 상호참조

(1) 같은 문헌 및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 두 번째부터는 앞에서 인용한 것을 

참조하도록 지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장이 바뀐 뒤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1)의 예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해 문헌 정보를 다시 밝힌다.

(3) 각주 번호는 장이 바뀔 때마다 1번부터 다시 붙인다.

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6th ed. (Chicago;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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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장 안에서 이미 언급한 문헌을 지시할 때에는 저자명 뒤에 ‘(주 

○)’으로, 내용을 지시할 때에는 ‘제○절 ○. 참조’로, 다른 장에 나온 내용을 

지시할 때에는 ‘제○장 제○절 ○. 참조’로 표시한다.

3. 판례의 인용

(1) 우리 법원의 판례를 인용할 경우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전원재판부 결정

(2) 우리 법원의 판례를 인용할 경우 공보, 판례집 등의 출처표기는 생략한다.

(3) 외국 법원의 판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인용방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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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주제: 법적 추론에 관한 인지적 분석방법

1. 오늘날 우리는 법학방법론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학방법론이란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과 그 분석에 관한 진술의 총체이

다.1) 여기에서 법철학자들은 법적 당위판단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즉 법인

식의 가능성과 그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

들은 개념법학, 목적법학, 자유법학, 이익법학, 분석법학, 순수법학, 해석학적 법학, 

법적 논증론, 법경제학, 법수사학 등 그 이름만큼이나 서로 다른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분기해 왔다. 더욱이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으로 법학방법론의 다원화 현상은 극단화되기도 하였다.

법학방법론의 다원화는 법학방법론의 독자성을 둘러싼 견해 대립의 반영이기

도 하다. 법학 고유의 방법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로마법학자들로부터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법학방법론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

는 입장, 다른 학문분과의 방법론을 차용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법학방법론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2) 법적 결정이 직관(intuition)이나 직감

(hunch)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았던 허치슨(J. C. Hutcheson, Jr.)3)이나 법적 판단을 

정치적 판단과 등치시켰던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 진영의 학자들은 법학방

1)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서울: 法文社, 2001), 207. 이 글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쓰인 법
학방법론은 법적 내용의 인식 과정에 대한 논리학적 탐구로 특징지을 수 있는 ‘전통적인’ 법학방
법론에 국한되지 않고, 법적 판단에 이르는 사고과정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론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2) 세 입장에 대한 설명은 Jerzy Stelmach and Bartosz Brożek, Methods of Legal Reasoning 
(Dordrecht: Springer, 2006), 1-9를 참조.

3) Joseph C. Hutcheson, Jr., “The Judgment Intuitive: The Function of the “Hunch” in 
Judicial Decision,” Cornell L. Q. 14 (1928-1929):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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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에 반해, 법을 역사적인 사회적 사실로서 연구

하였던 사비니(F. C. von Savigny)로 대표되는 역사학파나 존재/당위의 엄격한 이

원론을 바탕으로 법을 규범체계로서 탐구하였던 켈젠(H. Kelsen)으로 대표되는 법

실증주의는 법학방법론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속한다. 이러한 양자택일적인 

관점들에서 벗어나 다른 학문분과의 방법론을 법학으로 끌어들여 법학의 학문성

을 구축하고자 하는 입장으로는 분석법학, 미국의 법현실주의, 스칸디나비아의 법

현실주의, 법사회학, 법경제학, 해석학적 법학, 법적 논증론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주변 학문분과의 방법론을 법의 영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법학 혹은 법실무의 

맥락에 맞게 일정한 변형이 가해져야 한다. 다른 학문분과의 방법론을 법의 영역

에 차용하려는 노력들이 법학방법론의 다원화를 더욱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법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은 법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인식관

심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설명이나 평가를 목표로 한

다. 법은 물이나 금과 같은 자연종 개념이 아니다. 법은 실정법규범과 같이 사실

적인 존재의 측면을 가지기도 하고, 정의(正義)와 같은 도덕적ᆞ정치적 가치와 깊

은 관련성을 가지기도 하고, 법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위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확고한 법학방법론으로 자리 잡은 법경제학은 법제도를 

시장에서의 거래와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칙으로 상정한다. 이와 달

리, 해석학적 법학은 법을 해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로, 법인식은 해석을 통한 

법적 의미의 이해로 상정한다. 이처럼 법의 서로 다른 국면들은 서로 다른 연구 

방법론들을 요구한다. 

2. 최근 40여 년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지과학에 힘입어 법적 추론의 인지

적 측면에 대한 인식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마음의 본성에 관한 학제적 탐구

를 목표로 하는 인지과학은 1970년대에 들어 인간의 사고방식이 법칙적이기보다

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이른바 제2세대 인지과학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무시되었던 ‘인지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탐

구는 사회과학연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같

은 사회과학분과들과 인지과학의 공통점은 정신적 사건들을 주요한 연구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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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다는 점이다.4)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석유 매장량과 같은 지리적 사실이 

사회과학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석유와 관련된 가치, 효용, 경쟁 등과 같은 정

신적 요소 때문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정신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탐구할 질문들을 구성하고, 설문이나 실험과 같이 인지적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ᆞ활용한다. 이러한 흐름은 법학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물론 다른 분

야들과 비교하면 법의 영역으로 인지과학적 통찰이 침투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

간이 필요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법적 추론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에 관한 실

증적인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에 관한 관심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미 

20세기 초 미국의 법현실주의자들은 법적 추론이 가지는 인지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5)6) 법현실주의자들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법에 관한 사회적ᆞ경험

적 이해를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재판에 관한 법형식주의적 관념 즉 법규범에 법

적 사태를 포섭시킴으로써 판결이 도출된다는 생각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법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법이란 불변적인 원칙들의 집합들로 이루

어진다기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이 반영되

어 있고, 개별적인 법적 의사결정자들의 행동은 이러한 요인들의 산물이다. 그러

나 당시 심리학 등 행동과학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판결에 이르는 인지적 과정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이나 방법론이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20세기 초와 비교할 때, 현재 심리학을 비롯한 행동과학의 방법론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인지적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세련되어졌다. 이러한 

4) Mark Turner, Cognitive Dimensions of Social Science (Oxford: Oxford Univ. Press, 2001), 152.
5) 1990년대부터 자연화된 법리학(naturalized jurisprudence)을 주창해 온 라이터(B. Leiter)는 미국

의 법현실주의가 자연주의적 법학의 맹아라고 평가한다. 다만, 라이터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법현
실주의자들은 법실무에 대한 관심은 컸지만 철학적 섬세함이 부족한 탓에 판결에 관해 과격한 주
장들을 과감하게 펼침으로써 정교한 법이론을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Brian Leiter, 
Naturalizing Jurisprudence: Essays on American Legal Realism and Naturalism in Leg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 Press, 2007), 1, 33].

6) 미국의 법현실주의와 자주 비교되는 스칸디나비아의 법현실주의는 1940년대 스웨덴, 덴마크, 노르
웨이의 철학자들과 법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법사상적 흐름이다. 이 진영에 속하는 학자들은 존재/
당위 이원론을 거부하고, 법을 사실로 상정한다. 이들은 법인식을 사회적 사실에 관한 경험적 지
식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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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함에 힘입어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 전통적인 설

문지 조사방법뿐만 아니라 보다 세련된 연구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사형 구형을 받은 경우 변호인의 암묵적인 인종주의적 태도가 변호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7) 이처럼 행동과학의 성숙은 법현실주의적 통찰을 실증적

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의 법학자 윈터(S. L. Winter)는 1980년대 말부터 제2세

대 인지과학에 기초한 인지이론을 법학방법론으로 차용하여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

면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인지이론이란, 언어학자 레이코프(G. Lakoff)와 철학

자 존슨(M. Johnson)이 제2세대 인지과학의 발견들을 토대로 구축한 인지의미론과 

체험주의적 관점, 즉 ‘신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을 의미한다. 윈터는 

이러한 인지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법적 추론을 분석함으로써 법적 추론이 개념적 은

유(conceptual metaphor), 이미지 도식(image schema),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방사형 범주(radial category), 유추(analogy) 등의 다양한 인지적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법적 추론에 대한 윈터의 인지적 접근은 

그 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던, 법적 추론의 기저에 있는 인지신경과학적 메커니즘과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획득되는 은유적 사상(寫像), 범주화, 유추의 역할에 대한 풍부

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는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법적 추론이 근원적으로 문화적

ㆍ사회적 맥락에 민감하며, 동시에 상당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

다. 이처럼 새로운 인지과학적 사실들이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불

러일으키고 그 인지적 과정의 역동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재료가 되었다. 2001년 윈터는 A Clearing in the Forest8)를 통해서 인지적 분석을 활

용하였던 자신의 연구들을 종합함으로써 이른바 인지법학(cognitive legal studies)이

라는 새로운 법학방법론을 체계화하였다. 인지법학이 다루는 문제 영역은 법령해석

론, 헌법적 분석, 법적 추론의 본성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7) Theodore Eisenberg and Sheri Lynn Johnson, “Implicit Racial Attitudes of Death Penalty L
awyers,” Cornell Law Faculty Publications, Paper 353 (2004), http://scholarship.law.cornell.ed
u/facpub/353.

8) Steven L. Winter, A Clearing in the Forest: Law, Life, and Min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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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적 추론에 대한 윈

터의 인지적 분석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인지적 분석방법을 우리 법원의 

법적 추론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윈터의 인지적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적 추론에 관한 설명이론이다. 이는 

윈터가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는 레이코프와 존슨의 인지이론이 개념과 의미 그

리고 이해에 관한 설명이론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인지적 

분석은 아직까지 법학적 조명을 받지 못했던, 법적 추론의 기저에 있는 인지과정

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인지적 분석방법은 설명이론으로서의 의의만을 가지는가? 인지적 분

석의 실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인지적 분석방법이 법적 추론에 대한 설명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비판적 기능은 ‘진단적 기능’과 ‘치유적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진단적 기능이란 법적 추론에 대해 인지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관행적 

사고가 무엇인지 추적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세대 인지과학은 인간의 

사고과정 중 상당부분이 부지불식간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비성찰적인 상식은 이러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9) 물론 

이러한 자동성이 인지적인 효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법적 

추론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태들은 단순히 효율적인 사고 이상을 요구할 때가 비

일비재하다. 이때 비성찰적인 상식에 따른 판단은 현실의 문제를 왜곡시키거나 중

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

석은 사고를 왜곡시킬 수 있는 원인들, 즉 관행적인 은유적 사고, 원형효과 등을 

9)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임지룡
ᆞ윤희수ᆞ노양진ᆞ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2002), 40. 주의할 점은 ‘비성찰적’ 상식이 상식 그 
자체를 폄하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레이코프(G. Lakoff)와 존슨(M . Johnson)은 
우리의 상식, 즉 통념이 의식적인 숙고를 통해서 형성된다기보다는 많은 경우 경험을 통해 자동적
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성찰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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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지적 분석은 상식에 대한 성

찰의 기회를 준다.

둘째, 치유적 기능이란 인지적 분석방법이 관행적인 사고의 형성 원리를 알려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안적인 사고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인

지적 분석은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원형, 범주화, 유추 등이 법적 추론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

모형, 원형, 범주화, 유추의 상상적 변형을 통해서 우리의 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바로 이 시사점이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이 치유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착화된 개념적 은유나 이상적 인

지모형 등이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를 왜곡시키지 않는 인지적 틀이 점진적으로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다시 말해, 인지적 분석은 법적 사태들과 개념들에 대한 새로

운 의미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법적 추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의들의 지형을 그려 본다. 이를 

위해 우선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및 기존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

본다. 이때 기존 연구의 동향은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논의로 나뉘어 다루어진다. 

그런 후 법적 추론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들인 연역적 모형, 해석학적 모형 그리고 

영역 모형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인지법학의 기초가 되는 제2세대 인지과학과 체험주의에 관해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우선 윈터가 법적 추론에 관한 종래의 법이론들의 문제점

으로 지적하고 있는 합리주의적 가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런 후에 윈터가 이

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삼고 있는 제2세대 인지과학과 체험주

의에 관해 살펴본다. 이때 ‘인지적 무의식’, ‘신체화된 마음’, ‘개념적 은유’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체험주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제4장에서는 윈터의 인지적 분석방법에 사용되는 개념적 도구들에 대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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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본다. 개념적 은유와 이미지 도식, 범주화와 이상적 인지모형 그리고 유추가 그 

개념적 도구들이다. 개념적 은유와 이미지 도식은 인과관계 판단이나 도덕적 판단

과 같은 추상적 추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 레이코프와 존슨의 

개념적 은유론과 존슨의 이미지 도식에 관한 설명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루고 

이 두 개념이 추상적 추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관해서 알아본다. 윈터는 레

이코프의 인지의미론과 범주론에 입각하여 법적 추론을 범주화의 과정으로 재개

념화 하고자 한다.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범주를 구성하는 ‘이상적 인지모형’과 

범주의 방사형 확장에 관해서 살펴본다. 인지적 관점에서 유추는 범주의 은유적 

확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추가 범주화와 동일한 인지적 기제에 의해 작동하고 

다만 범주화보다 덜 관습적인 개념적 연결이라는 점을 살펴본다. 윈터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법적 추론의 문젯거리로 여겨지는 유추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해명

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의 실례들을 살펴본다. 우선 이상적 

인지모형과 방사형 범주라는 틀에서 위증죄에 관한 법규범과 판례 그리고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right to counsel)를 인정한 일련의 판례들에 대한 윈터의 인

지적 분석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미국연방헌법상의 ‘통상조항(Commerce Clause)’

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던 휴즈(Hughes) 판사의 의견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통

해서 이미지 도식과 개념적 은유가 법적 추론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본

다. 마지막으로 가택침입에 대한 판단기준, 친권상실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던 Lassiter v.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사건과 

단원(單院)의 거부권 행사가 양원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hadha 사건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통해

서 유추의 설득력을 결정하는 상황의 유형들에 대해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윈터의 인지적 분석방법을 우리 법규범과 판결에 적용해 본다. 제

1절에서는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 유추가 각각 법적 추론에 

활용된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본다. 그 예들로는 ‘법조인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사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사건, ‘민법상 대리 및 표현

대리 그리고 명의도용’이 다루어진다. 제2절에서는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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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결정들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범주화 등의 상상적인 인지적 기제들이 어떻게 법적 추론을 이끌어 가는지에 관

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9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성별과 성전환에 

대한 우리 법원의 개념화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최초의 대법원 결정과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

자에 대해 공부상 성별 정정을 불허한 최근의 대법원 결정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윈터의 인지적 분석방법의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인지의미론적 범주화의 관점에서 법적 추론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적 인지모형이 법적 추론에서 담당하는 이중적 역할, 즉 법적 사태에 대한 다

양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그러한 가능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역할

에 주목하게 만든다. 또한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서, 법적 추론

이 논리연역적인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불확정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은 규칙의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8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법적 추론에 관한 통합적인 이

론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연구들에 대한 제언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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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적 추론을 둘러싼 논의의 지형

이 장에서는 법적 추론의 성질과 과정에 관한 연구 동향과 법적 추론의 대표

적인 모형들에 관해서 알아보고, 범주화라는 사고과정의 관점에서 이 모형들을 평

가해 보고자 한다. 이는 법적 추론에 대한 윈터(S. L. Winter)의 인지적 분석방법

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사전작업의 의미를 가진다. 

제1절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 동향

I.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1.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사고 과정으로서의 법적 추론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법을 주리라(da mihi factum, dabo tibi ius).” 이 법언은 

다툼이 있어 억울한 자가 자신의 사연을 법원에 말하면 법원이 그 사연과 관련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이 법언은 법의 해석 및 

적용이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의무라는 의미로 빈번히 인용된다.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당사자들에게 법을 주는 것인가? 다시 말해, 법원은 문제가 된 사안에 적

용될 법이 무엇이고 그 적용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이 물음은 

법철학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법인식(legal cognition) 혹은 법발견

(law–finding)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법인식 혹은 법발견이란 법적 분쟁을 해결하

는 추론과정, 즉 법적 추론(legal reasoning)을 의미한다.1)

1) 김정오ᆞ최봉철ᆞ김현철ᆞ신동룡ᆞ양천수, 법철학: 이론과 쟁점 (서울: 박영사, 201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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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추론이란 법전문가들이 법규범을 법적 사태에 적용하여 그 사태로 야기

된 분쟁을 해소하는 추론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법적 추론은 판사, 검사, 변호

사와 같은 법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입법자, 행정공무원, 경찰 등의 법공직자들이 

법과 관련하여 하는 추론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적 추론을 연구하는 법이론가들이

나 법철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은 주로 판사의 법적 판단 및 의사결정과정에 집중

된다. 또한 법적 추론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도 주로 법전문가들의 

추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신검문 여부

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과 같이 법전문가가 아닌 공직자들이 법과 관련하여 수행

하는 추론은 ‘법체계 안에서의 추론’2)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용어 구분은 법전문

가에 의한 법적 추론(특히, 사법과 관련된 추론)이 법체계 안에서의 추론과는 구별

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좁은 의미의 법적 추론, 즉 법전문가에 

의한 법적 추론에 초점을 둔다. 

법적 추론은 “입법 작용을 통해 정립된 법규범을 법적 분쟁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3) 사법 작용과 관련이 있다. 사법 작용은 어떻게 하면 법적 분쟁이 

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적절한 법규범을 해석ᆞ적용함으로써 사

안에 관한 정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는다. 통상적으로 법을 정립

하는 입법 작용에서는 주로 정당한 법의 개념이나 법의 이념 그리고 법의 효력 

등이 문제가 되고, 사법 작용에서는 주로 법의 적용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4) 사법

작용은 법학방법론뿐만 아니라 법이론, 법적 논증이론 등과 관련이 있다.5)

2) Barbara A. Spellman and Frederick F. Schauer, “Legal Reasoning,” in The Oxford Handbook 
of Thinking and Reasoning, ed. Keith J. Holyoak and Robert G. Morris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12), 720.

3) 김정오 등(주 1), 110.
4) 참고로, 카우프만(A. Kaufmann)은 “입법기술의 거의 모든 문제들과 절차들에서는 ‘거꾸로의[逆] 

포섭’이 관건이 된다.”는 마이호퍼(W. Maihofer)의 말을 인용하면서 입법과 사법이 서로 방향을 
달리 하는 유사한 정신과정이라고 본다[Arthur Kaufmann, 법철학, 김영환 역 (파주: 나남, 2007), 
68].

5) 김정오 등(주 1), 110.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은 법의 적용과정에 관한 탐구, 즉 ‘법적 문제와 관련
하여 참된 판단이나 올바른 판단 또는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판단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보여
주고자’ 하는 논리학적 탐구이다[Karl Engisch, 법학방법론, 안법영ᆞ윤재왕 역 (서울: 세창출판사, 
2011), ⅶ]. 이와 유사하게 법률가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법이론’은 법률의 정당한 해석과 적
용의 규준, 즉 ‘법획득에 이르는 사고절차’에 대한 탐구이다[박은정, 법철학의 문제들 (서울: 박영
사, 2007), 50–52]. “판결의 정당성 근거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한 집합명칭”인 ‘법적 
논증이론’은 판결과정을 단순히 법관이 법률의 의미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법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상정하고 그 정당화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탐구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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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에 이르는 사고과정에 대한 해명은 법철학의 주요한 문제영역 중 하

나이다.6) 이 문제영역은 흔히 법학방법론으로 불린다. 법학방법론에서는 법적 판

단들이 어떻게 해서 정당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때 법적 판단은 

법규범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법학방법론에서는 법규범을 해석

하는 정당한 규칙과 해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규범이 흠결을 가지거나 

불분명할 때 법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정당화되는지 등의 문제가 다루어진

다.7) 본 연구에서는 법적 추론의 개념을 법관이 법적 결론의 판단을 위해 실제 사

용하는 심리적ᆞ인지적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법적 추론은 단순히 진실을 추구하는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 실천적인 특성이 

강한 작업이다.8) 법적 추론, 즉 구체적인 사태의 해결을 통해서 추상적인 법규범

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과정에는 ‘법이념–법률–판결’이라는 단계가 있다.9) 법

적 추론은 이 삼자를 한 데 엮는 지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법적 추론은 이러한 지

적인 과정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측면을 명확히 드러낸다. 과학적 

추론에서 실험을 통해 발견된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은 반증이 있기 전까지 잠정

적인 진실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법의 영역에서 판사가 법적 추론에 따라 내린 

판단 및 의사결정은 해당 소송절차에서 종국성(終局性)을 가진다. 이러한 국면에서 

판사는 실천적 결단의 순간과 대면하게 된다.10) 다시 말해, 법적 사고란 현실적 

[金永煥, 法哲學의 根本問題 (서울: 弘文社, 2006), 308–12].
6) 박은정(주 5), 42는 법철학의 주요 문제영역을 ① 법개념의 분석을 통한 법의 본질 규명, ② 법이

념의 추구 및 법의 정책적 방향 제시, ③ 법적 판단에 이르는 사고절차의 해명, ④ 법에 대한 역
사적 고찰, ⑤ 응용법철학의 개척으로 나누고 있다. 

7) 박은정(주 5), 43.
8) Richard A. Posner, The Problems of Jurisprudence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 

Press, 1990), 101-23.
9) Kaufmann(주 4), 201–202. “첫 번째 단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추상적-일반적, 초실정적이고
초역사적 법원리들이다.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이 구체화된-일반적, 형식적-실정적, 초역사적
이지 않지만 다소간의 길이를 지닌 하나의 시간단위(법률기간)에 적용되는 법규칙들(법규범)이
다.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 실체적-실정적, 역사적 법이다. 간략히 말해 법원리(법이념)–법규범–
판결의 순서이다. 그러나 이때 이 순서는 단지 논리적 순서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존재론적
으로는 그 관계가 뒤바뀌게 되는데, 왜냐하면 구체적인 법은 법이념보다 존재에 더 가깝고 더 존
재적이기 때문이다.”

10) 金永煥(주 5), 236은 자연과학적 ‘이론’과 법학적 ‘이론’ 혹은 ‘학설’을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적 이론은 일정한 ‘인과법칙’을 의미하지만 법학적 학설은 ‘논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학에서의 ‘학설’은 자연법칙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히 ‘논거’에 불과
하며, 따라서 ‘학설’은 그 논거의 설득에 따라 검증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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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과 이념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양자를 연결하려고 애쓰면서도 종국에는 실

존의 차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내려야 하는 ‘트릴레마’의 숙명을 안고 있

다고 할 수 있다.11)

2.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법적 추론의 성질과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법화(法化, legalization)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적 쟁점 또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종결되거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 

시절 해외 파병이나 수도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

로 일단락되었다.12) 또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정책과 같은 교육 및 복지

정책을 두고 대립하는 각 진영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더욱이 인권단체, 시민단

체 등 다양한 엔지오(NGO)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바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제기하여 법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대립은 법률에 다양한 불확정개념들을 도

입시킴으로써 법원의 임무는 가중되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 입법자들

은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고, 종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평행선을 달리

기도 한다. 법문언에서 이러한 대립은 복지, 건강, 평등, 정의, 적정성, 상당성 등

의 추상적인 개념들로 은폐된다. 그러나 그 법문언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

우 그 난감함은 고스란히 법원의 몫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법적 추론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셋째, 법적 추론의 성질과 과정에 대한 특정한 관념은 ‘법치주의’ 혹은 ‘법의 

11)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파주: 돌베게, 2010), 15.
12)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

정 등;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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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rule of law)’와 관련이 깊다. 이 세 번째 이유는 앞선 두 이유들을 종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극단적인 회의주의가 예견하듯 법규범이 법적 추론에서 어떤 역

할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의 지배는 결국 법공직자들이 주관적으로 ‘법을 부

려서 하는 지배(rule with law)’13)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적 추론

이 법규범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거나 혹은 적어도 법규범에 의해 

지도되는 법인식 과정이라는 신념은 법의 지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판결들의 정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소셜 네트워킹 매

체를 통해 확대ᆞ재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판결과 법치주의의 관련성은 

시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14)

II. 기존 연구의 동향

1. 법적 추론에 관한 이론적 연구 동향

(1) 국내 법학계의 연구 동향

앞서 살펴본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하듯 국내에서는 1990년

대 이후 법추론에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국내 법학계에서는 주로 

헌법 및 법률에 대한 해석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법체계를 수용하였기에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도 헌법 및 법률의 해석

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우리 법원이 행하고 있는 법해석

방법을 유형화하여 탐구하기도 하고,15) 이론적 차원에서 법해석방법론을 모색하기

13) Gerald J. Postema, “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Realists from Their Skepticism, 
Normative Guidance, the Rule of Law and Legal Reasoning,” in The Hart–Fuller Debate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 Peter Cane (Oxford; Portland, Or.: Hart Pub., 2010).

14) 시민들이 판결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데에 언론매체의 역할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올해의 판결을 들 수 있다. 한겨레21은 2008년부터 ‘올해의 판결’을 
선정하기 시작했고, 2013년까지 선정된 92개의 ‘올해의 판결’을 책으로 내기도 하였다[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취재팀 편, 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한겨레21 선정 (파주: 북콤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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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16) 유추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17) 법영역별로 우리 

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법추론 양상들을 추적하기도 하고,18) 법이론적 관점에서 

우리 법원의 법해석론을 비판하기도 한다.19)

국내 법학계에서는 특히 법규범의 해석방법이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

다. 법규범의 해석방법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전통적으로 법학방법론에서 다루어

지는 네 가지 해석방법인 문리해석, 논리적ᆞ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적 해

석의 틀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판결의 결론을 논증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해

석방법을 비롯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평가된다.20)

그러나 우리 법원이 어떤 해석방법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관해서는 연구자들에 

15) 최봉철,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법철학연구 2, no. 1 (1999): 271 이하; 박철, “법률의 문언
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법철학연구 6, no. 1 (2003): 185 이하; 오세혁, “한
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철학연구 6, no. 2 
(2003): 119 이하; 김혁기,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법철학연구 13, no. 1 (2010): 7 이하; 
안성조,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법철학연구 12, no. 2 (2009): 79 이하. 이 논문
들은 김도균 편,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서울: 세창출판사, 2013)에 재수록됨.

16) 이계일,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법철학연구 13, no. 1 (2010): 41 
이하; 하재홍,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법철학연구 13, no. 2 
(2010): 59 이하; 김도균,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
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법철학연구 13, no. 1 (2010): 95 이하; 오병선, “제도적 자연법
과 법의 해석,” 법철학연구 5, no. 1 (2002): 83 이하. 이 논문들은 김도균(주 15)에 재수록됨.

17) 김영환,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법철학연구 12, no. 2 (2009): 7 이
하; 김성룡,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법철학연구 12, no. 2 (2009): 35 이하; 최봉경, “민법에서
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법철학연구 12, no. 2 (2009): 131 이하. 이 논문들은 김도균
(주 15)에 재수록됨.

18) 김대휘,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법철학연구 1, no. 1 (1998): 375 이하; 김기호, “형법학
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법철학연구 13, no. 1. (2010): 139 이하; 김유환,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법철학연구 6, no. 1 (2003): 237 이하; 김재원,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3, no. 2 (2000): 113 이하; 
김정오,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ᆞ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
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4, no. 2 (2001): 299 이하; 박경선, “이익형량에 대한 환
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법철학연구 11, no. 1 (2008): 
165 이하; 고봉진,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법철학연구 13, no. 2 (2010): 
155 이하. 이 논문들은 김도균(주 15)에 재수록됨.

19) 오병선,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0, no. 1 (2007): 7 이하; 오정진,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0, no. 1 (2007): 51 이하; 양선숙,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철학연구 9, no. 2 (2006): 231 이하; 이상돈, “헌
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법철학연구 10, no. 1 (2007): 27 이하. 이 논문들은 김도균(주 15)에 재
수록됨.

20) 오세혁(주 15),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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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견해가 갈린다. 예를 들어, 최봉철은 우리 판례에 자주 등장하는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 ‘문언상 해석가능한 의미’,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한 경우’ 등

의 표현을 근거로 법원이 주로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법령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21) 다시 말해, 한국 법원이 지나치게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을 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법규범의 문언은 해석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해석의 한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22) 최봉철은 이러한 진단에서 더 나

아가 법령의 해석방법은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3) 그의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에 따르면, 법관은 “공동체와 법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 및 법

원칙들을 발견하여 이들을 법의 내부로 수용하고, 법원칙들의 비중을 정하여 이에 

의거하여 법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24) 이러한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은 풀러(L. 

L. Fuller)의 언어관과 드워킨(R. M. Dworkin)의 법해석론을 기초로 삼고 있다.

위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법령해석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한국 법원의 법령해석 방법을 분석하였던 오세혁은 한국 법원이 목적적 

해석방법과 결과주의적 관점을 빈번하게 취함으로써 법관의 해석권한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표면적으로는 문리해석을 기본적

으로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입법취지를 내세워 상당한 법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한 해석이 당해사건에서 부정의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문언을 벗어나기도 한다.25) 그는 아직 근대적 법치주의의 

이념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문언중심적 해

석과 입법자의 당초 의도를 존중하는 해석방법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6)

또한 법률문언을 넘은 해석(preater legem)과 법률문언에 반하는(contra legem) 

해석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27) 여기에서 법률문

언을 넘은 해석은 법률문언이 당해 법률문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을 경우 시도

21) 최봉철(주 15), 281.
22) 최봉철(주 15), 282.
23) 최봉철(주 15), 291–94.
24) 최봉철(주 15), 291.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법문언보다는 법의 원칙에 충실한 법해석론을 제시한 

이상돈, 법이론 (서울: 박영사, 1996), 154, 163을 들 수 있다.
25) 오세혁(주 15), 147.
26) 오세혁(주 15), 147. 
27) 박철(주 15), 1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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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해석이고,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은 법률문언에 따른 당해 법률문제에 관한 

일응의 답이 상위의 법체계 또는 법질서의 관점에서 정합적이지 않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시도되는 해석이다.28) 박철은 “①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② 법

률의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하는 경우, ③ 법률에 명백한 실수가 있는 경

우, ④ 법률의 내용이 심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 ⑤ 사회변화로 규

범상황이 변한 경우” 등에서 법률문언을 넘은 해석이나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

이 헌법적 제한 내에서 허용된다고 본다.29) 다만 그는 사법적 판단이란 특정한 구

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법원이 법률문언을 넘은 

해석이나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비판한다.30)

(2) 영미 법학계의 이론적 논의 전개

최근 20여 년간 법적 추론, 특히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던 국

내 법학계와는 달리, 영미 법학계에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법적 추론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들이 거듭되어 왔다.31) 

첫 번째 논쟁은 20세기 초 법현실주의자들이 법형식주의(legal formalism)를 공

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성행했던 법형식

주의는, 법규범 체계가 자율적ᆞ포괄적ᆞ논리적ᆞ확정적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법

규범들로부터 유일하고 올바른 결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32) 반

면에 1920ᆞ30년대부터 홈즈(O. W. Holmes), 파운드(R. Pound), 카르도조(B. 

28) 박철(주 15), 186–87.
29) 박철(주 15), 232.
30) 박철(주 15), 233.
31) 법적 추론에 관한 영미 법학계의 논쟁에 대해서는, Gerald J.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Common Law World. Vol. 11, A Treatise of Legal Philosophy and 
General Jurisprudence (Dordrecht; New York: Springer, 2011), 49–51, 73–76, 110–38, 224–40, 
321–25, 377–99, 421–38, 571–75를 참조.

32) Brian Leiter, “Legal Formalism and Legal Realism: What Is the Issue?,” Legal Theory 16 
(2010): 111, 114; Brian Z. Tamanaha, Beyond the Formalist–Realist Divide: the Role of Politics 
in Judging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 Press,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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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ozo)의 통찰에 영향을 받은 법현실주의자들은 법규범 체계에 흠과 충돌이 많

기 때문에 판사들은 불확정적인 법규범으로부터 결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기보

다는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고 

비판하였다.33) 법현실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규칙회의주의(rule scepticism)

라고도 불린다.

두 번째 논쟁은 드워킨과 법실증주의 간의 논쟁으로 심화되었다. 대표적인 법

실증주의자인 하트(H. L. A. Hart)는 The Concept of Law34)에서 법형식주의와 법현

실주의가 모두 법적 추론의 실재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개방적 

구조를 가지는 법규범은 핵심적 사안에서는 확정적이지만 주변적 사안에서는 불

확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이러한 부분적 불확정성을 근거

로 사법 재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Law’s Empire35)에서 드워킨은 법실증주의자들

이 법을 단순히 규칙의 체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고, 법은 해석적 활동이

며 모든 법적 사안에는 정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논쟁은 주류 법학에 대한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비판법학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급진적이었던 1960ᆞ70년대의 

정치적 분위기와 함께 태동하였다.36) 비판법학자들은 법해석이란 주관적이고 정치

적인 작업이며, 권력과 지배를 제외한 모든 법적 개념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적ᆞ사회적 맥락은 법적 추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

기 때문에 법은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판법학의 핵심 주장이다(불확정

성 논제). 비판법학자들은 ① 법에 관한 사고와 법적 추론에 깊숙이 감춰진 배제

와 억압을 고발하고자 한다거나, ② 중립적으로 보이는 법에 내재하는 암묵적인 

계급적ᆞ성적ᆞ인종적 편향을 밝혀내고자 한다거나, ③ 법적 개념과 추론의 방식

을 구조화 하는 법 자체의 일반적 특징에서 억압의 원천을 찾아내고자 하는 등 

33) Leiter(주 32), 112; Tamanaha(주 32), 1.
34) H. L. A. Hart, The Concept of Law, 2nd ed., ed. P. Bulloch and J. Raz (Oxford: Clarendon 

Press, 1994, first edition 1961). [역서] 법의 개념, 오병선 역 (서울: 아카넷, 2001). 이하 이 책에 
관한 인용은 역서를 기준으로 함.

35) Ronald M. Dworkin, Law's Empi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86). [역서] 
법의 제국, 장영민 역 (서울: 아카넷, 2004).

36) 다양한 이론에 기초해 주류 법학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1977년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개최된 첫 
번째 비판법학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의 법학 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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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입장을 취한다.37) 급진적인 비판자들은 주류적인 법적 분석 및 추론의 방

식이 합당성과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주류적인 주장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법적 

합리성이라는 관념 자체를 공격한다.38) 비판법학은 대안의 제안자보다는 비판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비판법학의 불확정성 논제에 관한 분석과 비판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는 불확정성 논제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비판적 연구

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39)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비판법학자들이 법적/비법

적 영역 간의 구분에 관해 매우 소박한 실증주의적 이해를 무비판적으로 가정하

고 언어와 규칙 그리고 추론방식에 대해서도 다소 소박한 관점을 취한 것으로 보

인다.40) 비판법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주류 법학자들은 법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

인 불확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확정성이 법의 정당성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한 번 안정화 된 

법이 영원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도리어 법을 더 자의적인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안정화 된 법은 영원히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받

아들여야 한다는 엔디콧(T. Endicott)의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41)

2. 법적 추론의 사고과정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동향

(1) 영미 법학계의 연구 동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적 추론에 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들은 영

미 법학계 뿐만 아니라 국내 법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법적 

37) Postema(주 31), 214는 Denise Réaume, “Is Integrity a Virtue? Dworkin’'s Theory of Legal 
Obligation,”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39 (1989): 380–409의 내용을 이와 같이 요약하
고 있다.

38) Postema(주 31), 214.
39) 김혁기, “법의 불확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6.
40) Postema(주 13), 266–71.
41) Timothy A. O. Endicott, “The Impossibility of the Rule of Law,”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9 (199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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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에 대한 연구는 개념적 측면만으로 완전할 수 없다. 법적 ‘추론’은 추론이라는 

지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법적 추론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법적 추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법적 추론 과정

에서 판사의 성격, 도덕적 관점, 정치적 이데올로기, 해당 사안의 사실들에 대한 

정서적 반응 등이 개입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불확정성을 야기하는 몇몇 요인들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1980년대 등장하기 시

작한 신형식주의(neo–formalism)와 같은 견해는 위와 같은 비법적인 요소들이 전

문적인 법적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실제로 법

실무가들에게서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42)

그러나 법적 추론의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최근까지도 많

지 않았다. 1930년 프랭크(J. Frank)가 Law and the Modern Mind43)에서 심리학(특

히, 심층심리학)을 바탕으로 판결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 이후 80여 년이 더 흘렀

지만 판결 과정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이론으로 정립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44)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으려는 경험적 연구

들(특히, 경험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연방대

법원 판사들의 정책 선호와 판결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던 시걸(J. A. Segal)과 

스페스(H. J. Spaeth)의 ‘태도 모형(attitudinal model)’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45) 이 

연구자들은 대법원 판사들이 작성한 신문사설을 바탕으로 분석한 정치적 성향과 

그 판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내린 판결들 간에는 약 71%의 상관관계를 있다는 사

실을 밝혀냈다.46) 그러나 태도 모형은 판사들의 법적 추론 과정을 일종의 블랙박

42) Spellman et al.(주 2), 733은 미국연방대법원의 로버트(J. G. Robert, Jr.) 대법원장과 소토마요
(S. M. Sotomayor) 판사 그리고 케이건(E. Kagan) 판사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사들은 정책
적인 선호와는 상관없이 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주장했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로버트 대법
원장은, 미국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의 결과를 고려하기보다는 야구 심판처럼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43) Jerome Frank, Law and the Modern Mind, with a new introduction by Brian H. Bix (New 
Brunswick;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2009; Originally published: New York: 
Brentano's, 1930).

44) David E. Klein and Gregory Mitchell, eds., The Psychology of Judicial Decision Making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10), ⅺ.

45) Jeffrey A. Segal and Harold J. Spaeth, The Supreme Court and the Attitudinal Model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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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추론 ‘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법학적 훈련과 심리학적 훈련을 두루 받은 일군의 학

자들이 사회ᆞ인지심리학적 방법론과 가정들을 법적 추론 연구에 접목하기 시작

하면서, 법적 추론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거

스리(C. Guthrie) 등은 가상의 재판상황을 담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현역 판사들

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과 유사하게 인지적 방략인 정박 휴리스틱

(anchoring heuristic),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그리고 사고 

틀 효과(framing effect) 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47) 또한 브레이먼(E. 

Braman)은 일반 대학원생들과 로스쿨생들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법학 교육 여

부가 특정한 사건과 선례들 간의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법학 교육을 더 오래 받은 실험참가자일수록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유사성 판단에 덜 개입시켰다.48)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개별적

인 연구들이 법적 추론에 관한 심리학적인 프레임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펠먼(B. A. Spellman) 등은 앞으로 법현실주의적 통찰이 

심리학적 발견 및 이론과 통합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49)

(2) 국내 법학계의 연구 동향

최근 들어 법학계를 포함한 국내 학계에서도 법과 법적 추론에 관한 경험과학

46) 참고로, Brian Leiter, Naturalizing Jurisprudence: Essays on American Legal Realism and 
Naturalism in Leg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 Press, 2007), 187은 시걸과 스페스의 ‘태
도 모형’과 관련해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사들의 이념적 태도가 그들의 판결을 거의 3/4의 확률
로 인과적으로 설명해준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라이터(B. Leiter)의 이러한 설명은 상관계수와 결
정계수를 혼동한 것이다. ‘태도 모형’에서 판사들의 태도가 그들의 판결을 설명하는 정도는 상관
계수의 제곱인 약 1/2이다.

47) Chris Guthrie, Jeffrey J. Rachlinski, and Andrew J. Wistrich, “Inside the Judicial Mind,” 
Cornell L. Rev. 86 (2001): 777; Chris Guthrie, Jeffrey J. Rachlinski, and Andrew J. Wistrich, 
“Does Unconscious Racial Bias Affect Trial Judges,” Notre Dame L. Rev. 84 (2008): 1195.

48) Eileen Braman, Law, Politics, & Perception: How Policy Preferences Influence Legal Reasoning 
(Charlottesville, Va.; London: Univ. of Virginia Press, 2009).

49) Spellman et al.(주 2), 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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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물론 범죄심리학이나 증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응용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와 달리, 법과 법

적 추론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커지고 있

고, 이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50) 특히 2008

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전후하여 법적 추론에 관한 심

리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연구자들은 거스리 등의 연구방법을 

응용하여 국내 현직 판사들과 모의 배심원들의 인지적 편향을 조사하기도 하였

다.51) 예를 들어, 심리학자 박광배와 판사 김상준 등은 모의형사배심재판에서 평

의 초기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소수의견을 가졌던 배심원들이 최종평결에서 

다수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를 이루게 되는 이유가 다수의 의견에 대한 동조 때문

이 아니라 평의과정에서 판단의 내용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임을 밝히기도 하였

다.52) 그리고 국내의 몇몇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대학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을 도

입함으로써 법과 법적 추론에 관한 학제적인 연구를 시도한 학위논문들이 나오고 

있다.53) 그러나 현재 우리 학계에서 이러한 학제적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법철학계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몇몇 연구자들은 법적 추론과 관련하여 

심리학적 설명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적 논증론을 꾸준히 연구해 온 

김성룡은 유추가 대상들의 특성들뿐만 아니라 구조 및 관계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다는 심리학적 설명을 소개하고, 법학에서 다루어지는 유추가 어떤 유사성을 대상

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한다.54) 또한 김혁기는 법

50)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인지심리학 및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철학, 법인류학, 형법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법과 인지과학의 대화’라는 학술대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를 개최
하였다.

51) 박광배ᆞ김상준ᆞ한미영,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no. 1 (2005): 59 이하; 김청택ᆞ최인철, 
“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法學 51, no. 4 (2010): 317 이하.

52) 박광배ᆞ김상준ᆞ이은로ᆞ서혜선, “형사배심 평의에서의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 한국 최초
의 시민배심 모의재판의 평의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no. 3 (2005): 
1 이하.

53) 대표적인 예로는, 孫知暎, “認知科學的 觀點에 의한 形事上 行爲와 故意의 再照明” (박사학위논
문, 성균관대학교, 2008); 김상준, “배심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도 및 판단차이에 관한 연구” (석
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1);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항소심의 파기
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54) 김성룡(주 17), 41-44는 대상의 특성 간의 유추에 관해서는 스턴버그(R. Sterberg)의 요소과정설



22

적 추론이 유일한 정답을 발견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가능한 결론을 보

여주는 제한적 정당화 과정이라고 보고, 인지적 관점에서 법적 사고가 개념적 사

고, 문제해결적 사고, 확률적 사고 등의 여러 가지 하위의 사고 유형들로 이루어

져 있다고 평가한다.55) 김혁기는 법적 사고가 가지는 이러한 인지적 특성이 법적 

판단에 다양한 실천적 추론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단, 그는 법적 

사고에 관한 인지적 차원의 탐구는 사실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위의 

문제를 대상으로 삼는 법적 추론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고찰과 구별된다고 본다. 

III. 법적 추론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법적 추론에 관한 영미 법학계의 이론적 논의들은 법적 자료들로

부터 법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객관주의적 관점과 회의주의적 관점의 대

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객관주의적 관점은 논증적 측면에 관한 규범적인 기준

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회의주의적 관점은 심리적 측면에 집

중함으로써 법적 추론이 객관주의적 관점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고 보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법적 추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비해 법적 추론에 관한 경험적 논의

는 다소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추론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실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이론적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는 삶을 규범에 귀속시키고 규범을 삶 속에서 실현하

는 실천적 과정에 관한 적절한 기술적(記述的) 설명이 전제되어야 법적 추론을 위

한 정당한 규칙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실천적 과정에는 논증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도 존재한다.

물론 법적 추론의 실제적인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곧바로 법적 추론의 

규범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해는 법적 추론에 관한 이론적 논

을 소개하고, 대상의 구조 간의 유추에 관해서는 겐트너(D. Gentner)의 구조대응설을 소개한다.
55) 김혁기(주 1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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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공통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대상에 대한 기술적 이해 없이 

규범적 논의가 가능한가? 만약 논의의 대상이 형식논리처럼 순수하게 규범적인 것

이라면 이에 대한 논의에서 기술적인 이해는 개입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법적 추론은 논리학과 같이 그 자체로 폐쇄적인 체계성과 

고도의 추상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규범을 바탕으로 실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법적 추론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전제되

지 않고서는 이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건전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법은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하는 규칙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

부이기도 하다.”56) 따라서 규칙에 대한 합리적ᆞ객관적 접근이 과도해지면 “법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57) 이러한 관점에서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는 규범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건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56) 한국법철학회 편, 한국의 법철학자, 박은정 집필부분 (서울: 세창출판사, 2013), 40.
57) 한국법철학회(주 5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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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적 추론의 모형들과 범주화

앞 절에서는 법적 추론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이론적 연

구들의 초점은 법령해석의 방법론에 집중되어 있고, 영미권에서는 법적 추론에 대

한 규범적인 형식주의를 둘러싼 찬반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논쟁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달리 법적 추론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법적 추론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구체적인 가설들을 검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 추론에 관한 통합적

인 설명 틀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절에서는 법적 추론에 관한 모형들과 범주화의 관계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 법학계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법적 추론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으

로는 연역적 모형과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해석학적 모형을 들 수 있다. 또

한 잘 알려진 바대로 영미 법학계에서는 법적 규칙의 적용 여부의 확정성/불확정

성에 따라 사례의 종류를 핵심과 주변의 영역으로 나누는 영역 모형이 법적 추론

과 사법 재량에 관한 논의의 틀이 되어 왔다. 이 모형들을 관통하는 인지적 과정

으로 범주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연역적 모형, 해석학적 모형 그리고 영역

모형에 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적 추론의 모형들은 법적 

범주화에 대한 서로 다른 형식화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I. 연역적 모형

법적 추론에 관한 가장 전통적인 모형은 법적 삼단논법, 즉 연역적 모형이다. 

법적 삼단논법은 통상적으로 법적 결정이 따를 것으로 가정되는 논리적 도식이

다.58) 법적 삼단논법은 법적 추론에 관한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58) Telca Mazzarese, “Judicial Syllogism,” in The Philosophy of Law: An Encyclopedia, ed. 
Christopher Berry Gray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9),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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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적 삼단논법에서의 ‘삼단논법’이란 모든 논리적 추론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협의의 삼단논법이다. 즉, “가장 단순한 구조의 두 개의 정언적 판

단으로부터 동일한 종류의 판단을 얻어내는 추론을 의미한다.”59) 그런데 법적 삼

단논법 모형에서는 법적 추론이 단순한 논리적 포섭의 문제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법문의 의미 확정, 법규범의 목적 및 체계에 대한 고려, 정책적 고려 등과 같은 

요소들이 간과되기 쉽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60)

법적 추론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규범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라

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삼단논법은 대전제(예: “모든 사람은 죽는다.”)에 소전제

(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를 포섭시켜서 일정한 결론(예: “소크라테스는 죽는

다.”)을 도출하는 연역적인 추론방법이다. 이러한 삼단논법을 법적 추론 과정에 적

용시켜 보면 이렇다. “첫째, [대전제인] 법조문의 추상적인 법률표지를 해석한다. 

둘째, 해석의 결과는 개념의 정의를 통해 요약된다. 셋째, 대전제인 추상적인 법률

표지의 정의와 [소전제인] 구체적인 법적 사태를 서로 비교한다. 넷째, 법적 사태

가 법률표지의 개념정의와 일치되면 법적 사태는 법률개념에 포섭된다.”61)62) 예를 

들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타인의 도자기를 깨뜨렸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그 법

적 사태는 형법 제366조63)에 포섭됨으로써 법률효과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가 도출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

로 검사는 구형을 하고, 판사는 형을 확정하여 선고한다.

법적 삼단논법에 따른 법적 추론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상적인 예를 통해 살펴

보자. A가 친구 B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B의 자동차 앞바퀴의 공기를 뺐다고 가

정하자.64) 이때 A의 형법상 죄책은 무엇인가? 우선 이 사태에 적용될 수 있을 법

59) Bruno Baron Von Freytag, Logik: Ihr System und ihr Verhaltnis zur Logistik (Stuttgart: 
Wokohlammer, 1955), S.92ff, Kaufmann(주 4), 176에서 재인용.

60) 법적 삼단논법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상돈, 새로 쓴 법이론 (서울: 세창출판사, 2005), 40 이하; 양
천수, “삼단논법적 법률해석론 비판–대법원 판례를 예로 하여,” 영남법학 28 (2009): 1–27; Ulfrid 
Neumann, 법과 논증이론, 윤재왕 역 (서울: 세창출판사, 2009) 등 참조.

61) 金永煥(주 5), 236.
62) 金永煥(주 5), 231은 법적 사태를 법적 사건이나 사례로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지

적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사실적인 경과과정에는 행위자와 대상 그리고 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를 일컫는 논리학적 용어는 사태(Sachverhalt)로 칭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63)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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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은 재물손괴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366조이다. 해당 조문은 “타인의 재물, 문

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곧바로 위 가상의 법적 사태를 형법 제366조에 포섭시킬 수 있는

가? 매우 간단해 보이는 이 문제에서 적어도 세 번의 포섭과정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A에게 손괴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B가 ‘타인’에 해당하는지, B의 자동차 

앞바퀴가 ‘재물’에 해당하는지, 앞바퀴의 공기를 뺀 것이 ‘손괴’에 해당하는지를 검

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판단자는 이 법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의 법적 

삼단논법을 통해 위 세 가지 요소들이 각각의 법률표지에 포섭되는가를 추론해야 

한다.

이러한 포섭절차는 얼핏 매우 단순한 과정 같지만 여기에는 손괴죄의 법률표

지인 ‘타인’, ‘재물’, ‘손괴’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해석이란 추상적인 개

념의 의미를 다른 개념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65) 손괴죄에서 의미하는 타인은 단순히 나 아닌 남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 손괴죄를 처벌하는 목적인 재산권 보호라는 맥락에서 소유권을 가진 

타인에 국한된다. 그리고 재물도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재물

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가 불분명한 예들이 있다. 또한 손괴라는 의미를 

물체의 본질을 해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효용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도 정해야 한다(물론 형법 제366조는 ‘기타의 방법으

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법적 사태에서 B가 자동차의 소유주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A의 행위는 형법 제366

조 손괴죄에 해당하게 된다.

법판단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규범의 체계가 완

전하여 ‘흠결’이 없어야 한다. 연역적 모형에서 핵심은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법규범이기 때문에 그 법규범에 흠결이 있으면 소전제, 즉 법적 사태를 포섭시키

는 결론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연역적 모형에 따른 법적 추론은 단순

64) 이 사례는 金永煥(주 5), 230에서 예로 들고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 金永煥(주 5), 234-36과 김정
오 등(주 1), 114-29는 재물손괴죄 예에 대한 포섭절차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65) 金永煥(주 5),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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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계적인 포섭 절차가 된다. 법관의 임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법정보학(legal informatics)은 연역적 모형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66)

II. 해석학적 모형

앞서 살펴본 바대로, 법적 추론에 관한 연역적 모형, 즉 법적 삼단논법에 따르

면 법적 판단은 매우 단순하며 논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법적 판단의 과정

을 따라가다 보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잘 알려진 대법

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사

안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신호위반을 하고도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

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보닛 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차를 몰고 가다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

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

공무방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자동차는 본래의 용도대로라면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일상적인 언어적 직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을 물건의 휴대로 보기는 어

66) 金永煥(주 5), 237; 참고로, 최근 진행되는 법정보학적 연구들 중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시도는 
법적 추론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류의 연구자들은 연역모형을 고수하기보
다는 확률이론에 기반을 둔 연산체계인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를 활용하여 법적 
사실인정(예: 증거 및 증언의 신빙성 판단)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박주용,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법적 논증 분석,” 뇌, 마음, 법: 뇌인지과학과 법의 

인터페이스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89–137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논증을 분석한 영미의 연구들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에 베이지안 네트워크
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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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인식과정을 통해 해당사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67) 이 사건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의 

휴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이 사건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가능한 사태로

서 ‘선이해(先理解)’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검사가 이 사건을 상해치사죄로 선이해 

하였다면, 자동차 운전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못했을 것

이다. 이처럼 법규범에 토대를 둔, 법적 사태에 대한 선이해는 법적 추론에서 매

우 중요하다. 이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만 특정한 사상(事

象)들의 경과과정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사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추

론에는 ‘순환적인’ 이해 절차가 개입된다. 요컨대 법규범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

과 사례의 법적 사태로의 구성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해석은 사례를 기초로하

고 구성은 법규범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언제나 

포섭에 앞서서 이뤄지는 창설적이고 창조적 행위이다.”68)

위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는, 연역적 모형에서 등한

시된, 법적 삼단논법의 소전제인 법적 사태의 확정이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어떤 사상들의 연쇄를 법적 사태로 인식하는 데에는 법규범에 대한 해석이 전제

되어야 한다.69) 결국 법적 추론은, 해당 사례를 법적 사태로 확정한 후 그 사태에 

적용될 법규범을 찾아내서 적용하는 연역적 과정이 아니라, 법규범과 법적 사태를 

동시에 상호 수렴시키는 동일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규범의 적

용이란 법규범을 ‘현실 속의 사안으로 구체화’하고, 동시에 현실 속의 사안을 ‘법

규범에 포섭될 사태가 되도록 그 의미를 구성하는’ 인식활동이다.”70) 카우프만(A. 

Kaufmann)은 이러한 인식활동을 ‘법률과 사안의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부르고, 엥

기쉬(K. Engisch)는 ‘규범과 사태와의 시선의 영원한 왕복’71)이라고도 부른다. 연역

적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적 추론의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이와 같

은 시도를 우리는 해석학적 모형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67) 법인식 과정에 관한 이하 설명은, Kaufmann(주 4), 208–209를 따름.
68) Kaufmann(주 4), 209.
69) 金永煥(주 5), 237.
70) Arthur Kaufmann, 법철학 입문, 개정판, 許一泰 역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3).

71) Karl Engisch, Logische Studien zur Gesetzesanwendung, 3. Aufl. 1963, S.14, 金永煥(주 5), 243, 
각주 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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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해석학적 모형은 연역적 모형이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첫째, 해석학적 모형은 법규범의 여러 적용가능성을 열어준다. 우

리의 세계에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표준적 사례들(예: 심야에 주택에 침입하여 

선량한 시민을 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

상하지 못한 사실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원천

적으로 무한하다. 예를 들어, 검사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은 

사건을 생각해 보자.72) 이 사건의 한 가지 쟁점은 검사의 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

1항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금전이나 물품과 같은 재산적 이익은 ‘뇌

물’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관계는 ‘뇌물’인가? 이에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

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ᆞ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ᆞ무형의 이

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만약 뇌물을 단순히 금전과 같은 유형의 이익으로 해석하다면 

성관계, 즉 성적 욕구의 충족은 뇌물에 포섭될 수 없다. 대법원은 유형의 이익과 

성적 욕구의 충족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인간의 수요ᆞ욕망의 충족이라는 유사성

에 근거하여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해석학적 모형은 연역적 모형이 침묵하는 법적 사태와 법규범의 결합과

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연역적 모형에서 법적 사태의 확정과 법규범의 해석

은 분리된 별개의 과정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적 사태의 확

정은 존재의 영역에 속하는 과정이고, 법규범의 해석은 당위의 영역에 속하는 과

정이다. 연역적 모형은 이처럼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두 과정이 어떻게 통합되

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해석학적 모형은 최종적인 작업단

계인 포섭 이전에 법판단자가 거칠 수밖에 없는 법인식 과정을 법적 사태와 법규

범 간의 동일화 과정으로 설명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화 과정에서는 법

적 사태 확정과 법규범 해석은 동시에 진행된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은 사

태를 향해 구체적인 규범(구성요건)으로 변하고, 사태는 추상적인 규범을 향해 보

다 구체적인 법적 사태로 바뀐다.73) 이렇듯 소전제인 법적 사태의 확정 자체도 언

72)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73) 金永煥(주 5),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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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대전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

해석학적 모형에서는, 법규범을 통해서 특정한 사실적 사상(事象)들의 관계 및 

연쇄들이 법적 사태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모형에서는 법규범을 통

해 법적 사태를 구성하는 법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카우프만은 법

적 사태와 법규범을 상응시키는 법관의 활동을 창조적인 활동으로 평가한다.74)

III. 영역 모형: 판결하기 ‘쉬운 사안’과 ‘어려운 사안’

1. 언어의 모호성과 영역 모형

지금까지 법적 추론에 관한 연역적 모형과 해석학적 모형을 살펴보았다. 연역

적 모형은 법적 사태와 법규범 사이의 논리적 포섭관계에 초점을 맞췄고, 해석학

적 모형은 양자의 상응적인 동일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특정한 법규범

과 모종의 관계를 가지는 법적 사태들은 동일화 및 포섭 과정의 어려움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표준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여태 알려지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법규범과 특정한 법적 사

태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난이도가 동일할 수 없다. 카우프만도 명확한 

사례들에서는 사례를 법적 사태로 구성하는 것이 포섭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

고 인정한 바 있다.75)

영미 법철학자들은 법적 사태의 이러한 차이점에 천착하여 왔다. 특히 영미의 

법실증주의자들과 그들에 대한 비판자들은 언어의 모호성(vagueness)을 중심으로 

법적 추론의 방법과 사법 재량의 범위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언어의 모호성은 철

학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철학에서 언어적 전회를 불러왔던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은 언어의 모호성을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 개념으로 설명

74) 金永煥(주 5), 243.
75) Kaufmann(주 4), 289. 카우프만은 “명확한 사례들에서 형성과 포섭은 동일하게 보일지도 모른

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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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일상적인 개념 범주들은 공통된 속성(즉, 필요충

분조건)을 가진 구성원들의 집합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서로 닮고 서로 연관성을 가

지는 사례들의 집합을 이룬다.76) 이러한 가족유사성은 일상적 개념의 모호성과 그 

의미의 역동성을 잘 설명해 준다. 또한 바이즈만(F. Waismann)은 언어의 모호성

을 개념의 ‘개방 구조(open texture)’로 설명하였다. 그는 검증가능한 단어들에도 

예상하지 못한 용례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념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77)

언어의 모호성이 영미 법학 논쟁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데에는 하트의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57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열린 홈즈 강연에서 하트는 법규칙

의 핵심부와 주변부를 설명하기 위해 공원 안으로 탈것을 들여오는 행위를 금지

하는 ‘공원 내 탈것 금지(No Vehicles in the Park)’라는 가상적인 법규칙을 고안

했다.78)79) 하트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적 전회를 포용하였고,80) 바이즈만의 

개방 구조를 법의 개념에 적용하였다.81) 하트가 논하는 언어의 개방적 구조는 핵

심적인 사례에서 언어의 의미가 확정적이지만 경계선상의 사례에서는 의미가 불

확정적이라는 것이다.82)

하트가 제시한 판결에 관한 영역 모형은 다음과 같다.83) 하트는 법규칙이 제대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규칙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표준적인 사례가 반드시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원 내 탈것 금지’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가 금지된다

는 것은 명백하게 알 수 있지만,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장난감 자동차 또는 비행

76) Ludwig Wittegenstein,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서울: 책사랑, 2006), 59-61.
77) Friedrich Waismann, “Verifiability,” Proceedings of Aristotelian Society 19 (1945): 122-23.
78) H. L. A. Hart, “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Harv. L. Rev. 17 

(1958): 607–608. 하트가 사용하는 ‘penumbra’는 통상적으로 ‘주변부’나 ‘경계부분’이라고 번역된
다. 참고로, H. L. A. 하트 (李東珉 역), “실증주의와 법과 도덕 분리론,” 공익과 인권 5, no. 1 
(2008): 141–272는 ‘penumbra’와 짝을 이루는 ‘umbra(본영 또는 본그림자)’를 고려하여 반그림자
가 드리운 부분이란 뜻으로 ‘반영부(半影部)’라 번역하고 있다.

79) 풀러(L. L. Fuller)는 하트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가상적 사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론적 법률해
석론을 전개함으로써 하트-풀러 논쟁이 시작되었다[Lon L. Fuller, “Positivism and Fidelity to 
Law–A Reply to Professor Hart,” Harv. L. Rev. 71 (1958): 630].

80) Dennis Patterson, “Fashionable Nonsense,” Tex. L. Rev. 81 (2003): 841; 김현철, “하트 법이론
의 철학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法學論集 11, no. 2 (2007): 35-48.

81) 최봉철, 현대법철학 – 영어권 법철학을 중심으로– (서울: 法文社, 2007), 109.
82) Hart(주 34), 166.
83) 이하 설명은, Hart(주 78), 607–608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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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규칙의 목적에 비추어 금지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서 자동차

는 탈것에 해당하는 표준적인 사례로서 정착된 의미의 ‘핵심부’를 이룬다. 반면에 

탈것에 명백히 해당되지도 않고 명백히 배제되지도 않는 논쟁적인 사례들의 ‘주변

부’도 존재한다. 주변부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표준적인 사례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변이들이다. 주변부에 속하는 사례에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자동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사가 법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현재 다

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그 규칙의 문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하트는 주변부에 있는 사안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논리연역적인 과정으로 도

출될 수 없다고 본다. 핵심부 바깥에서 발생하는 주변부 문제들은 ‘공원 내 탈것 

금지’와 같은 사소한 법규칙뿐만 아니라 헌법적 일반원칙과 관련해서도 존재한다. 

불확실성(uncertainty)을 띠는 주변부에 속하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법규칙 적용은 

논리적 연역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연역적 모형은 주변부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추론에 대한 적절한 모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주변부 사안에서 연역적으로 도출

된 결론이 합리적이려면 그 결론은 논리적 구조 밖에 있는 근거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주변부 사안에서의 법적 판단은 논리적인 확증이 없더라도 건전하거나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때 이런 판단을 옳은 판단으로 만들어 주거나 다른 대안들

보다 더 좋은 판단으로 만들어 주는 기준은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관

념’이나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도덕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트의 견해를 요약하자면, 특정한 법규범의 적용 여부가 확실한 사례와 이와

는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계 사례들의 특정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적 사례

들을 영역으로 구별하는 사고방식은 법학에 널리 퍼져 있다.84) 이러한 영역 모형

에 따르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법적용의 영역이 구분되며, 각 영역에 따라 법적 

추론이 상이한 방법에 의존한다.”85) 영역 모형을 법학방법론과 관련시켜 본다면, 

핵심부에 해당하는 확실한 사례에서 법관은 법문의 의미를 해석하여 사례에 적용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지만(법발견), 주변부에 해당하는 경계 사례에서 법관은 

84) 김혁기(주 15), 18.
85) 김혁기(주 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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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를 통해 법의 흠결을 보충해야 한다(법형성).

2. 쉬운 사안과 어려운 사안의 구분

영역 모형과 관련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판결하기 ‘쉬운 사안(easy 

case)’과 ‘어려운 사안(hard case)’의 차이이다. 쉬운 사안과 어려운 사안 간의 구분

은 법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진다. 쉬운 사안이란 단일하고 평이하게 적용 

가능한 법규범을 법적 사태에 적용하여 쉽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이

다. 반면에 어려운 사안이란 말 그대로 법규범을 법적 사태에 적용하여 법적 결론

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이다.

어려운 사안은 의미적인(semantic) 경우, 규율적인(regulative) 경우, 평가적인

(evaluative) 경우로 나뉘기도 한다.86) ‘의미적으로 어려운 사안’은 규칙의 문언이 

불명료하여 해석이 필요한 경우이고, ‘규율적으로 어려운 사안’은 법규범에 틈이 

있는 경우로 법규범의 적용자가 재량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이고,87) ‘평가적으로 

어려운 사안’은 적용 가능한 규칙이 있더라도 그 규칙을 적용한 결과가 지나치게 

부정의하거나 터무니없는 경우이다. 하트와 라즈(J. Raz)는 규율적으로 어려운 사

안을 의미적으로 어려운 사안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법규범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그 법규범은 주변부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므

로 그 사안에 적용할 법규범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88)

 스펠먼과 사우어(F. F. Schauer)는 어려운 사안을 ① 적용 가능한 법규칙의 문

언이 불명료한 경우, ② 다수의 법규칙들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가 불명료한 경

우, ③ 법규칙의 문언은 명료하지만 그 규칙의 해석자, 적용자, 의사결정자 또는 

집행자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로 나눈다.89) 위와 같은 분류에 

86) Fernando Atria, On Law and Legal Reasoning (Oxford; Portland, OR.: Hart Pub., 2002), 75.
87) Joseph Raz, The Authority of Law: Essays on Law and Morality (Oxford;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9), 181.
88) Atria(주 86), 75.
89) Spellman et al.(주 2), 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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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어려운 사안의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① 법규범이 불분명한 경우: ‘공원에서 탈것 금지’라는 가설적 규칙을 생각해 

보자.90)91) 하트에 따르면, ‘탈것’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는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는 어떤 표준적인 사례(즉, 정착된 의미의 핵심부)’와 ‘논쟁적인 사례들의 

주변부’가 존재한다.92) 위 규칙에서 자동차는 핵심부에 속하지만 주변부에서는 ‘탈

것’에 어떤 대상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진다. 하트와 법실증주의자들은, 판

사들이 주변부 사안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최상의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93) 이 경우 판사가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와 그 판

사의 임무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법철학계에서 논쟁거리이다. 이 논쟁의 결과가 어

떻든 간에 판사들은 이 상황에서 불분명한 규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

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법적 사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쉬운 사

안에서는 연역적 추론이 작동하고, 어려운 사안에서는 다른 추론 과정이 작동하는 

것인가? 쉬운 사안에서는 연역적 추론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94) 반면에 어려

운 사안에 대해서 하트는 “주변부에 속하는 구체적 사안에 규칙을 적용하는 일은 

논리적 연역의 문제일 수가 없다.”95)라고 말한다.

② 적용 가능한 다수의 법규범들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 두 번째 유형의 어려

운 사안은 확실한 법규범들의 중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 유형의 어

려운 사안은, 각각의 법규범들이 적용되는 핵심 사례는 동일한데도 서로 다른 법

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법규범들의 

중첩이 주변부 사안들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법규범들이 불분명한 경우이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처럼 성문법 체계의 국가에서는 입법자들이 법규범 간에 불일치가 

없도록 “인식 가능한 모든 상황과 분쟁을 포괄하는 명시적이고 분명한 규칙을 입

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적용 가능한 다수의 불일치하는 명료

90) Hart(주 78), 593; Frederick F. Schauer, “A Critical Guide to Vehicles in the Park,” 
N.Y.U.L. Rev. 83 (2008): 1109. 

91) 이 가설적 규칙은 하트가 Hart(주 78)에서 법의 핵심(core)과 주변부(penumbra)가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하여 든 예로 이후 법적 추론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예이다.

92) Hart(주 78), 607.
93) Hart(주 78), 607.
94) Kaufmann(주 4), 209.
95) Hart(주 78),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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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칙들이 존재하는 경우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드물다.96) 물론 성문법 체계에서

도 하위 시행규칙이나 조례 등이 상위법규범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위법규범에 근거하여 하위법규범을 통제하기 때문

에 이러한 충돌은 잠정적이다.

반면에 보통법 체계 국가에서 이러한 유형의 어려운 사안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97) 왜냐하면 보통법 체계에서는 판사들이 판결과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판례

법이 성문규정과 마찬가지로 법원(法源)이 되기 때문이다. 특정 사안에 적용 가능

한 법규범들이 여럿인 경우 판사들은 각 법규범들의 표준적 사안들 중에서 해당 

사안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 그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 과정에

서 법적 사태의 특정한 측면들이 부각되거나 무시되기도 한다. 판사들은 종종 자

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법규범을 채택하는 ‘동기화된 추론’을 하

게 된다.98) 더 나아가 판사가 특정한 결과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어떤 규칙이 우

선적으로 고려될지는 판사의 배경과 훈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99)

③ 법규범들이 부당한 결론을 제공하는 경우: 사우어에 따르면, 언어로 이루어

진 법규범은 그 의미가 고착화되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엄격

하게 적용될 경우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100) Riggs v. 

Palmer 사건은101) 이 유형의 어려운 사안이다.102) 프란시스 B. 팔머(Francis B. 

Palmer)는 자신의 두 딸인 프레스톤 부인(Mrs. Preston)과 릭스 부인(Mrs. Riggs) 

그리고 손자인 엘머(Elmer)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 후 엘머

는,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

96) Spellman et al.(주 2), 723.
97) Spellman et al.(주 2), 723.
98) Spellman et al.(주 2), 724. 법적 추론의 동기화 측면은, E. Braman, “Searching for Constraint 

in Legal Decision Making,” in The Psychology of Judicial Decision Making, ed. David E. 
Klein and Gregory Mitchell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10), 203–20을 참조.

99) Barbara A. Spellman, “Judges, Expertise, and Analogy,” in The Psychology of Judicial 
Decision Making, ed. David E. Klein and Gregory Mitchell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10), 149–63.

100) Frederick F. Schauer, Playing by The Rules: A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Rule–Based 
Decision–Making in Law and Life (Oxford: Clarendon Pres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1). Schauer는 이러한 문제는 일반화가 가지는 공통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101) 115 N.Y. 506, 22 N.E. 188 (1889).
102) Dworkin(주 35),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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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언의 변경을 막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독살한다. 유언대로라면 엘머가 할아

버지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자 딸인 릭스 부인은 자신의 조카인 엘머에게 상속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제기한다.이 사건에서 뉴욕주 대법원 다수의견은 

“아무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를 존중하여, 

유언법은 유산을 얻기 위해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유산상속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103)

IV. 법적 추론의 모형과 범주화

1. 지금까지 우리는 법규범을 근거로 법적 사태의 해결에 이르는 과정인 법적 

추론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적 사태의 해결에 이르는 

인식과정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나뉘는 쉬운 사안과 어려운 사안의 구분도 보았다. 

쉬운 사안과 어려운 사안의 구분은 법적 사태와 법규범의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이

다. 다시 말해, 어떤 법적 사태가 쉬운 사안인지 혹은 어려운 사안인지 여부는 법

적 사태 그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법적 사태와 그 사태에 적용될 법규범의 관

계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어려운 사안은 법적 사태에 적용할 법규범의 해석이 불

명확하거나, 해석이 명확한 법규범이라도 그것을 법적 사태에 적용했을 때 부당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법적 추론의 단계에서 법적 결론으로 옮겨 보자. 법적 추

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다루면서 언급하였듯이 법적 추론은 소송절차에서 종

국적 결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상적 추론이나 도덕적 추론 혹은 과학적 추론

과는 구별된다. 그 종국적 결론은 확률적 형태나 가언적 형태가 아니라 범주적 형

태로 주문(注文)에 표현된다. 어떤 판사도 “피고인은 80%의 확률로 살인죄의 기수

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거나 “피고는 65%의 확률로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법적 추론에 따른 결정은 범주적 판단

103) Dworkin(주 35), 39. 참고로, 우리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은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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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다.104)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100만원을 빌리면서 한 달 후에 갚기로 약속하였는데 

A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자. 이때 A와 B의 법률적 관계

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A와 B 간의 기본적인 계약관계는 금전소비대차로(민법 

제598조) A는 채무자이고 B는 채권자이다. 그런데 채무자 A는 변제기에 채권자 B

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민법 제390조)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민법 제393조, 제394조). 그런데 채권자 

B가 채무자 A가 애초에 자신에게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하여 채무자 A

를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적 사태의 성격과 그에 따

른 법적 절차도 상당히 달라진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A가 금전소

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를 판단하여 당시 변제

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채무자 A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105) 그리고 대법원은 채무자 A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변제기가 되어 무자력이 되었음에도 채권자 B로부터 채

무이행을 연기 받은 경우에도 채권자 B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106)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어떤 행위가 사기

죄에 해당하는가라는 범주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 추론이란, 성문규정으로 코드화된 범주들(구성요건들)에 법적 

사태가 포함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범주화 과정이다. 앞서 살펴본 법적 추론에 관

한 전통적인 도식인 연역적 모형과 이에 대한 대안인 해석학적 모형은 법적 추론

의 본성에 관해 상당히 다른 묘사를 한다. 그러나 이 두 모형 모두 어떤 구체적 

법적 사태가 법규범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추론의 목

표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 추론은 법적 분쟁을 해

104) 참고로, 법적 추론이 범주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은 ‘category’의 다음과 같은 어원에서
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법정용어(katēgoria)
로부터 범주라는 낱말을 차용하였다[이진우,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의 형이상학적 의미,” 희랍철

학의 문제들, 조우현 편 (서울: 현암사, 1993), 136]. 범주를 뜻하는 ‘category’는 그리스어 동사 
‘katēgorein’에서 나온 명사 ‘katēgoria’를 옮긴 말이다. ‘katēgorein’은 본래 법률 용어로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다’, ‘고발하다’를 뜻하며, 이에 따라 ‘katēgoria’도 ‘고발’, ‘비난’의 뜻을 갖는다.

10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10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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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사태를 추상적인 법규범이 상정하고 있는 사태의 유

형으로 범주화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법적 추론에 관한 연역

적 모형과 해석학적 모형은 법적 범주화의 과정에 관한 서로 다른 접근이다. 

법적 사태와 법규범으로부터 법적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포섭과 해석은 범

주화와 관련되어 있다. 우선 연역적 모형 자체를 범주화의 맥락에 재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모든 M은 P이다. 모든 S는 M이다. 모든 S는 P이다.”는 “M이라는 범

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P라는 속성을 가진다. S라는 범주는 M이라는 범주

에 포함된다. S라는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P라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처럼 연역적 모형은 범주화가 완전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명제

들 간의 포함관계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비해, 해석학적 모형은 포함관계를 논

하기 이전에 필요한 쌍방향적 동일화 과정에 초점을 돌린다. 이 동일화 과정은 범

주화의 다른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해석학적 모형은 법적 추론의 

본성이 논리적 연역이 아니라 규범과 사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범주화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법적 추론을 범주화 과제로 본다면 쉬운 사안과 어려운 사안의 구분도 범주화

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가 된다. 우리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것으로 범주화하는가? 

우리는 엘머를 살인자로 범주화할 것인가, 상속자로 범주화할 것인가, 아니면 양

자 모두로 범주화할 것인가? 숫자나 날짜와 같은 단순한 사실들을 제외하면 범주

의 외연이 분명한 구성요건들로만 이루어진 법규범은 매우 드물다. ‘휴대’, ‘뇌물’

과 같이 법적 구성요건은 언뜻 그 의미가 분명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예들에서

처럼 해석을 통해 확장되기도 한다.

2. 법적 추론이라는 연구 대상은 규범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법적 추론에 대한 온전한 연구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종 경험과학은 사실을 다루는 학문분야로, 규범과학은 가치를 다루는 학문분야

로 구별된다. 또한 경험적 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규범적 주장을 이끌어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분법을 토대로 켈젠(H. Kelsen)은 법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나 심리학적 접근 등이 경험적 진술과 규범적 진술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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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비판하였다. 켈젠에 따르면, 법의 과학은 윤리학이나 논리학처럼 가치에 관

한 규범적이고 연역적인 과학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용주의자인 퍼트남(H. 

Putnam)과 같은 학자는 사실과 가치의 분리불가능성을 주장한다. 퍼트남은 사실

에 관한 지식이 가치에 관한 지식을 전제하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고 보았

다.107) 법의 영역에서도 사실적 판단과 평가적 판단은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드워킨도 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술은 존재하는 법체계에 부합해야 하면서 

동시에 그 법체계를 가장 매력적인 방식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무엇인

지에 관한 진술은 사실적인 측면과 평가적인 측면을 모두 가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엄격한 이분법을 거부하였다.108)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도 엄격한 이분법을 넘어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과 가치의 엄격한 이분법을 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흔히 학제성이란 서로 다른 학문분야 간의 공통적인 문제정의와 그 학문분야들에

서 모두 정당화되는 결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연구의 특성을 의미한

다.109)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 

방법, 이론 등이 상호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합을 위해서는 왜 다른 

분야의 정보가 해당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지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필자는 범주화 문제가 법적 추론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위한 적절한 출발점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범주화에 관한 인지적 설명에 따

르면, 범주란 특정한 필요충분조건적인 공통적 속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집합이 아

니라 원형에 관한 정신적 모형을 중심으로 비원형적인 사례들로 확장되어 가는 

정신적 구조이다. 범주에 대한 이러한 인지적 설명은 법학자들에게 익숙한 ‘유형

적 사고’와 일맥상통한다. 법학방법론에서 ‘유형’은 필요충분조건, 즉 징표에 대한 

서술로 정의되는 개념과 구별된다.110) 유형은 일반과 구체의 중간에 해당하고, 법

률에서 사실적 요소들은 유형화된 사실관계로 규정된다.111) 예를 들어, 형법에서 

107) Hilary Putnam, Pragmatism: An Open Question (Oxford; Cambridge, Mass: Blackwell, 
1995), 14

108) Dworkin(주 35), 324-25.
109) Bart van Klink and Sanne Takema ed., Law and Method: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to Law 

(Tubingen: Mohr Siebeck, 2011), 12.
110) Karl Larenz and Claus–Wilhelm Canaris, 法學方法論, 許一泰 譯 (부산: 세종출판사, 200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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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는 사실적 요소들의 집합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사실, 즉 불법의 유형들이

다. 유형은 폐쇄적인 논리체계가 아니라 개방적인 체계이고, 완벽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개념은 범주에 대한 고전적 

설명에 대응되고, 유형은 범주에 대한 인지적 설명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유

형적 사고는 법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인간의 거의 내

재적인 사고방식이다.112) 비록 법학에서 유형적 사고에 관한 설명이 인간의 사고

과정이나 법적 추론에 관한 경험적인 조사나 실험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

적 추론의 심리적 과정이 단순히 논리적 포섭의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111) Arthur Kaufmann, “Analogy and “The Nature of Things”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ypes,” tran. Ilmar Tammelo et. al., Journal of the Indian Law Institute, 8 (1966): 393–95.

112) 최봉경, “개념과 유형,” 법철학연구 6, no. 1 (2003):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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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지법학의 탄생과 그 기초

제1절 인지법학의 탄생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적 추론은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동시에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는 괴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지형에서 

윈터(S. L. Winter)1)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인지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레

이코프(G. Lakoff)와 존슨(M. Johnson)의 인지이론(cognitive theory), 특히 인지의

미론(cognitive semantics)과 상상력(imagination)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법규범과 

판례들의 인지적 측면을 분석해냄으로써 법과 법적 추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해 왔다.2) 2002년에 그는 10여 년 간의 자기 연구들을 모아 A Clearing in the 

1) 윈터는 미국의 헌법학자이며 법이론가로, 현재 웨인주립대학교(Wayne State University)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브루클린 로스쿨(Brooklyn Law School)(1997–2002)과 마이애미대학교
(University of Miami) 로스쿨(1986–1997) 교수를 역임하였고,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로스쿨,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로스쿨 등에서 가르쳤다. 윈터는 헌법과 법이론
에 관해 다양한 저술을 하였다. 웨인주립대학교 로스쿨 홈페이지(https://la-
w.wayne.edu/profile/steven.winter/)에서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인지법학과 관련된 윈터의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Steven L. Winter, “The Metaphor of 
Standing and the Problem of Self–Governance,” Stan. L. Rev. 40 (1988): 1371; “The 
Cognitive Dimension of the Agony between Legal Power and Narrative Meaning,” Mich. 
L. Rev. 87 (1989): 2225; “Transcendental Nonsense, Metaphoric Reasoning, and the 
Cognitive Stakes for Law,” U. Pa. L. Rev. 137 (1989): 1105; “Bull Durham and the Uses of 
Theory,” Stan. L. Rev. 42 (1990): 639; “Indeterminacy and incommensurability in 
Constitutional Law,” Cal. L. Rev. 78 (1990): 1441; “An Upside/Down View of the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Tex. L. Rev. 69 (1991): 1881; “Contingency and Community 
in Normative Practice,” U. Pa. L. Rev. 139 (1991): 963; “Foreword: On Building Houses,” 
Tex. L. Rev. 69 (1991): 1595; “Without Privilege,” U. Pa. L. Rev. 139 (1991): 1063; “Death Is 
the Mother of Metaphor,” Harv. L. Rev. 105 (1992): 745; “For What It'S Worth,” Law & 
Soc'Y Rev. 26 (1992): 789; “The Meaning of “Under Color of” Law,” Mich. L. Rev. 91 
(1992): 323; “Confident, but Still Not Positive,” Conn. L. Rev. 25 (1993): 893; “Fast Food 
and False Friends in the Shopping Mall of Ideas,” U. Colo. L. Rev. 64 (1993): 965; “Cursing 
the Darkness,” U. Miami L. Rev. 48 (1994): 1115; “Human Values in a Postmodern World,” 
Yale J. L. & Human. 6 (1994): 233; “One Size Fits All,” Tex. L. Rev. 72 (1994): 1857; “The 
Constitution of Conscience,” Tex. L. Rev. 72 (1994): 1805; “The “Power” Thing,” Va. L.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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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Law, Life, and Mind3)를 출간하였다. 윈터의 접근 방법은 ‘인지법학

(cognitive legal studies)’이라고 불린다.4) 이 절에서는 윈터의 문제의식과 그가 취

하고 있는 법철학적 입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본다.

I. 윈터의 문제의식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미 법학계에서 법적 추론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

어 왔다. 법적 추론에 관한 논쟁은 법적 추론에 대한 적절한 제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 사이의 공방이기도 하다. 윈터는 이러한 논쟁의 초점

이 그 제약의 적절한 원천이 무엇인지에 맞춰져 있다고 평가한다.5) 그러나 윈터는 

연구의 초점을 추상화되고 객체화된 법체계보다는 그 법체계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과정에 두었다. 그는 그 법체계를 운영하는 사람을 전제하지 않고서

는 법체계가 존재할 수 없고, 법적 결정은 법관의 사고과정을 통해서 산출되는 것

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과정을 더 잘 이해하면 법적 사고과정에 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윈터는 법이론가들이 인간의 사고과정에 대한 그릇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법형식주의자와 법현실주의자 그리고 비판법학자들과 포스트모

더니즘 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성에 대한 합리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32 (1996): 721; “Making the Familiar Conventional Again,” Mich. L. Rev. 99 (2001): 1607; 
“The Next Century of Legal Thought?,” Cardozo L. Rev. 22 (2001): 747; “When Self–
Governance Is a Game,” Brook. L. Rev. 67 (2002): 1171; “Re–Embodying Law,” Mercer L. 
Rev. 58 (2007): 869; “Using Metaphor in Legal Analysis and Communication,” Mercer L. 
Rev. 58 (2007): 869; “Frame Semantics and the ‘Internal Point of View’,” in Law and 
Language, ed. Michael D. A. Freeman and Fiona Smith (Oxford: Oxford Univ. Press, 2013),

3) Steven L. Winter, A Clearing in the Forest: Law, Life, and Min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1) [이하, CF].

4) ‘인지법학(cognitive legal studies)’이라는 명칭은 2001년 브룩클린 로스쿨에서 개최된 ‘Cognitive 
Legal Studies: Categorization and Imagination in the Mind of Law’라는 심포지엄에서 윈터
의 연구를 특징짓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Lawrence M. Solan, “Introduction,” Brook. L. Rev. 
67, no. 4 (2002): 942]. 이 심포지엄은 윈터의 주저 CF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한 컨퍼런스였다.

5) C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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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적인 법학에 관한 윈터의 평가는 이렇다.6) 주류의 법학자들은 법적 추론

을, 법규범과 선례와 같이 권위 있는 원천으로부터 필요충분적 기준들을 추출한 

후 사안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상정한다. 여기에서 

법적 추론에 대한 적절한 제약은 권위 있는 법원(法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입

장은 ① 법적 원천으로부터 추출한 기준들이 사회적 세계에 정확히 부합해야 하

고, ② 그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단일한 논리적 경로가 있어야 한

다는 전제 위에서 객관성을 추구한다.

주류 법학에 대해 반기를 든 비판법학자들은 불확정성 논제를 들고 나왔다. 불

확정성 논제에 대한 윈터의 설명은 이렇다.7) 불확정성 논제는 주류 법학의 전제 

①과 ②를 모두 부정하고, 실재(reality)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의 존재를 긍정하는 

상대주의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법학자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언어, 

문화, 역사 또는 개념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봄으로써 법적 추론을 이끄는 

법리도 기득권의 지배를 지속시키기 위한 개념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결

국 단일하고 확정적인 결론이 법적 원천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식의 법적 추론에 

관한 형식주의적 모형은 객관성을 띠지 못하고 법적 추론에 대한 진정한 제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확정성 논제의 핵심이다.

윈터의 문제의식은 주류 법학자들이나 비판법학자들 모두 일종의 ‘합리주의의 

독침’8)을 맞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서로 대립되는 이 두 입장이 공

통적으로 이성에 관한 합리주의적 모형을 가정한다고 비판한다.9) 그가 말하는 이

성에 관한 합리주의적 모형이란 이성을 “명제적이고, 위계적이고, 분석적이고도 

환원적이며 본질주의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성에 관한 이러한 합리주의

적 모형은 세계를 내재적 본질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과 독립적이며 확정적 대상

들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객관주의적 세계관과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10) 그리

6) CF, 8.
7) CF, 8.
8) 윈터는 ‘합리주의의 독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드워킨의 ‘의미론의 독침’이라

는 용어에 착안하여 ‘합리주의의 독침’을 고안했음을 밝힌다.
9) CF, 8–9.
10) CF, 9. 윈터는 이성과 객관주의적 세계관의 관계에 관해서, Richard Rorty, Consequences of 

Pragmatism: Essays, 1972–1980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2), 172를 근거로 
삼는다. 로티(R. Rorty)는 이 글에서 “‘이성’이라는 용어는 플라톤적 전통과 칸트적 전통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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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렇게 가정된 이성은 위계, 정의(定義), 구분, 가치, 원칙, 판단기준, 타당성의 

척도 등에서 드러난다. 윈터에 따르면, 주류 법학자들은 이성에 관한 합리주의적 

모형을 확신하고, 비판법학자들은 이 모형을 부정한다. 그런데 윈터는 비판법학자

들도 이성을 합리주의적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합리주의적 모형을 

부정하게 되면 이성의 가능성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11) 예를 들어, 

충돌하는 법리들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메타이론이 없

기 때문에 법리들이 비일관적이고 불확정적이라는 주장에는 상위원칙으로부터 하

위의 구체적 사항들이 도출된다는 식의 합리주의적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다.12)

윈터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인지법학이라

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과학적 성과에 토대를 

둔 인지이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레이코프와 존슨이 제시하는 의미, 

개념, 이성 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법적 추론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그는 인지

과학과 체험주의로부터 이성에 관한 합리주의적 모형 그 자체가 은유적 사고의 

특별한 사례라는 통찰을 얻었다.13)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은유적 구조 및 인지모형에 입각하여 법적 추론의 객

관성과 논리적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인 주장을 비판하는 윈터의 시도는 “보다 인

간화된 재판학 탐구”라고도 할 수 있다.14) 그의 관점에 따르면, 법적 추론을 연역

적인 추리로 상정하고 적용규칙이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이 곧바로 도출된

다는 식의 형식주의적 관념은 우리의 사고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이러한 오해 섞인 관념을 법현상들에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써 법은 우리에게 

매우 불확정적인 것으로 보이게 된다고 한다.

쓰이기 때문에 대응으로서의 진리, 본질의 발견으로서의 지식, 원칙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도덕성
이라는 생각과 맞물려 있다.”라고 한다.

11) CF, 11.
12) CF, 11.
13) CF, 9.
14) Mark Johnson, “Law Incarnate,” Brook. L. Rev. 67, no. 4 (2002): 952; 박은정, “법관과 법철

학,” 서울대학교 法學 53, no.1 (2012):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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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2세대 인지과학과 체험주의

윈터의 인지법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인지법학의 기초로 삼고 있

는 인지이론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윈터가 기대고 있는 인지이론은 레이코프와 

존슨에 의해서 제시된 범주화와 개념적 은유에 관한 이론이다. 이들의 인지이론은 

제2세대 인지과학적 발견들과 체험주의적 관점을 그 토대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

리는 제2세대 인지과학적 발견들과 체험주의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법학계에서 윈터의 인지법학뿐만 아니라 인지과학과 체험주의

에 관한 소개는 매우 제한적이기15) 때문에 이하에서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지

이론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지과학의 등장과 발전의 약사(略史)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은 “마음, 두뇌, 컴퓨터와 기타 인공물의 연결 관계

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비롯한 지(知)의 체계의 본질을 밝히려는” 학제적인 학문분

야이다.16) 인지과학은 인간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1950년대 후반

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마음’의 본성과 구조를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철학, 컴퓨

터공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학제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던 일군의 학자들의 노

력으로 형성된 새로운 학문체계, 즉 마음에 관한 학제적 탐구 프로그램이다.17) 브

루너(J. Bruner) 등의 A Study of Thinking18)은 당시 인지과학의 태동을 보여주는 

15) 이정모ᆞ손지영, “법 인지과학: 법 영역의 인지과학적 조명,” 서울대학교 法學 51, no. 4 (2010): 
347–98은 인지과학의 개념과 역사를 소개하고, 법학과 인지과학의 학제적 연구의 예로 윈터를 소
개한다. 박은정(주 14), 299–324는 윈터의 인지법학과 법적 추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체화된 합
리성’을 사법(司法) 작용에 필요한 프로네시스와 연결한다. 김건우, “법리학적 자연주의의 의의와 
한계: 라이터(Brian Leiter)의 자연주의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173–77은 인
지법학을 자연화된 법리학의 한 예로 소개한다.

16) 이정모, 인지과학: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64.
17) 이정모,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접근과 학문간 융합: 인지과학 새 패러다임과 철

학의 연결이 주는 시사,” 철학사상 38 (2010): 27–66, 30.
18) Jerome S. Bruner, Jacqueline J. Goodnow, and George A. Austin, A Study of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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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저술이다. 김영정은 인지심리학, 촘스키(N. Chomsky)의 데카르트적인 

언어학, 인공지능 공학의 시작과 함께 인지과학이 태동하였다고 평가한다.19) 이후 

1980년대 이르러서 뇌신경과학이 인지과학의 새로운 동반자로 가세하였다.20) 

인지심리학자인 이정모는 인지과학의 발전과정을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21)

제1단계(1950년대–1980년대 전반): 초기의 인지과학자들은 관찰 가능한 행동

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행동주의로부터 벗어나, ‘마음은 컴퓨터’라는 유추를 

바탕으로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을 물리적 기호 체계로 개념화하려는 고전적 인지

주의(classical cognitivism)를 형성하였다.

제2단계(1980년대 이후): 이 단계에서 인지과학자들은 ‘마음은 컴퓨터’라는 유

추를 바탕으로 한 인지과학의 이론적 개념화의 한계를 느끼고, ‘마음은 뇌’라는 유

추를 바탕으로 신경망 연결모형으로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입장

은 흔히 연결주의(connectionism)로 불린다.

제3단계(1990년대 이후): 이 단계에서 인지과학자들은 연결주의적 접근법의 

성숙, 인지신경과학의 주된 연구기법인 뇌 이미지 기법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쌓

인 뇌 기능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지과학을 신경과학적 토대 위에서 구성하

고자 노력해왔다.

제4단계(2000년대 이후): 이 단계에서 인지과학자들은 마음의 기반으로 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계의 접근방식은 이미 1980년대 후

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철학자들이 인지과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이 

환경과 독립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ᆞ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

(New York: Wiley, 1956).
19) 김영정,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71.
20) 이정모(주 17), 34.
21) 각 단계의 설명은 이정모(주 17), 35–36을 따름. 네 단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정모(주 16), 74

–101을 참조. 인지과학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Margaret A. Boden, Mind as 
Machine: A History of Cognitive Science, (Oxford: Clarendon Press;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6); H. Gardner, The Mind’s New Science: A history of the Cognitive Revolution 
(New York: Basic Books, 198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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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 패턴에 의해 구성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결정된다. 이러한 입장은 신체화

된 역동주의(embodied dynamicism)로도 불린다.

2. 제2세대 인지과학의 출현과 체험주의의 전개

본고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윈터의 인지법학이라는 새로운 접근은 언어학자 레

이코프와 철학자 존슨이 제안한 ‘체험주의’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22) 체험주의

는, 인간 사고의 개념체계의 은유적 특징을 다채롭고도 깊이 분석한 레이코프와 

존슨의 Metaphors We Live By23)에 처음 등장한 이름이다. 이 책에서 두 연구자들

은 시간, 공간, 인과관계, 사랑, 이성, 감정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근거가 되는 

은유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은유를 중심적인 원리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은유를 단순히 기교적인 언어표현의 문제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견

해들과는 매우 대조를 이룬다. 은유가 사고와 행위를 규정하는 원리라는 급진적인 

주장이 체험주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연구자들이 모든 은유가 신체적 층위

의 경험(체험) 패턴이라는 근거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

체화된 역동주의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경험과 이해의 기반을 우리와 세

계 간의 신체적인 상호작용적 패턴으로 이해한다.

이후 레이코프는 은유이론을 바탕으로 인지의미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24)에서 범주화에 관한 다양한 인지과학적 발견들을 토

22) 필자는 ‘experientalism’에 대한 번역어로 노양진의 ‘체험주의’라는 번역을 따름. 노양진, 몸이 철

학을 말하다: 인지적 전환과 체험주의의 물음 (파주: 서광사, 2013), 21은 “‘experientialism’은 물
론 ‘경험(experience)’이라는 단어를 뿌리로 갖지만 ‘empiricism’을 ‘경험주의’로 번역하는 관행 때
문에 체험주의라는 말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experience’는 여전히 ‘경험’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경험주의의 경험 개념과 체험주의의 경험 개념에는 큰 차이가 있다. 경험주의의 경험 개념이 ‘감
각적 지각에 직접 주어진 것’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체험주의의 경험 개념은 ‘우리를 
인간 –우리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구성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결합되는 신체적 사
회적ᆞ언어적 존재–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한다.

23)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0). [역서] 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노양진ᆞ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2006). 이하, 이 
책의 인용은 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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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고전적 범주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인지의미론을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다양

한 개념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개념들의 범주가 원형을 중심으로 방사형

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레이코프는 Moral Politics25)

에서 미국의 정치적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의 이념적, 정책적 갈등의 원인을 양 

진영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적 은유의 차이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복지’, ‘도덕성’, ‘국가’, ‘세금’ 등의 동일한 어휘를 사용함

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은 각각의 어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은유적 

틀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존슨도 은유이론을 독자적인 상상력 이론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The Body 

in the Mind26)에서 이해의 신체화된 구조를 탐구하였다. 이 책에서 존슨은 경험의 

패턴으로부터 획득되는 이미지 도식이 은유적 투사를 통해서 의미 체계를 정교화 

하고 추상화 시킨다는 점을 동사의 의미나 추론의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

여주었다.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미지 도식이란, ‘신체적 활동

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비명제적이고 선개념적인(preconceptual) 구조들이며, 우리

가 구체적 대상을 식별하는 데 개입되는 소수의 패턴들’이다.27) 이러한 구조들은 

환경과 우리의 상호작용 및 환경에 대한 관찰로부터 도출되는 비교적 추상적인 

표상이다.28) 존슨은 이미지 도식이 ‘경험과 이해를 조직화하는 활동의 지속적 구

조’라는 점을 강조한다.29) 그는 이미지 도식과 은유적 투사를 통한 이해와 의미의 

확장을 상상력이라고 봄으로써 독자적인 상상력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후 존슨은 

Moral Imagination30)에서 도덕적 사고가 신체적ᆞ물리적 차원의 경험으로부터 확장

24) George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7). [역서] 인지의미론: 언어에서 본 인간의 마음, 이기우 역 
(서울: 한국문화사, 1994). 이하, 이 책의 인용은 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25) George Lakoff, Moral Politics: What Conservatives Know that Liberals Do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26) Mark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7). [역서] 마음 속의 몸: 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근거, 
노양진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이하, 이 책의 인용은 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27) 노양진(주 22), 74.
28) Johnson(주 26), 104; Vyvyan Evans and Melanie Green, 인지언어학 기초, 임지룡ᆞ김동환 역 

(서울: 한국문화사, 2008), 215.
29) Johnson(주 2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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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은유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종래의 고전적 윤리학 이론들이 

보편적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데 몰두하였다면, 이 책에서 존슨은 윤리학의 목표

를 도덕적 이해의 이론을 구성하는 데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 

사고도 은유적 사고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인지 과정과 질적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인지 과정에 관한 경험적인 설명들이 도덕적 사고의 본성과 구조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본다. 존슨은 도덕적 추론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은유적 개념들에 근거한 상상적 활동이라고 본다. 다시 말

해, 법칙, 권리, 의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도덕적 개념들은 은유적 사상에 의해 정

의되고, 특정한 상황은 체계적인 개념적 은유들에 의존하여 개념화된다.

위와 같이 개념적 은유이론의 가능성이 처음 제시되었던 Metaphors We Live 

By이후 독자적인 심화작업을 거친 레이코프와 존슨은 1999년에 출간한 두 번째 

공동저서인 Philosophy in the Flesh31)에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집약

하고, 그것을 폭넓은 철학적 논의로 확장시키고 있다. 요약하면, 이들은 우리 사고

의 대부분이 은유적인 동시에 신체화되어 있다는 초기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확장

ᆞ발전시키고, 그것을 최근의 인지과학적 발견들과 결합시킴으로써 하나의 포괄적

인 철학적 시각으로 다듬었다.

이런 체험주의의 배경에는 인지과학의 혁신이 있었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이른

바 ‘제2세대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음의 본성과 구조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제1단계적인 접근법, 즉 마음을 컴퓨터와 같은 추상

적 기호의 처리장치로 상정한 접근법을 ‘제1세대 인지과학’이라고 부른다.32) 제1세

대 인지과학자들은 마음을 신체와 분리된 실체[즉, 탈신체화된 마음(disembodied 

mind)]로 가정하고, 마음이 추상적인 표상들의 계산과 처리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고 보았다. 이러한 ‘탈신체화된 마음’관(觀)은 데카르트적인 철학적 틀을 그대로 수

30) Mark Johnson, Moral Imagination: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3). [역서] 도덕적 상상력: 체험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노양진 역 (파주: 서광
사, 2008). 이하, 이 책의 인용은 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31)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9). [역서]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

에 대한 도전, 임지룡ᆞ윤희수ᆞ노양진ᆞ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2002). 이하, 이 책의 인용은 역
서를 기준으로 한다.

32) Lakoff 등(주 31), 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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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관점으로서 일종의 “육체가 없는 철학(philosophy without flesh)”33)이다.

반면에 레이코프와 존슨이 주목하였던 ‘제2세대 인지과학’은 ① ‘개념 및 이성

의 신체에 대한 강한 의존성’, ② ‘은유, 심적 이미지, 환유, 원형, 틀(frame), 정신 

공간(mental space) 및 방사형 범주 등 상상적 과정들이 개념화와 이성에서 담당

하는 중심적 역할’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34) 제2세대 인지과학은 마음의 구조

와 작용 방식이 우리의 신체적 요소에 근거하고 있고 이 요소에 의해 제약된다고 

본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이러한 일련의 관점 변화를 ‘신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논제로 집약한다.35)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상적 작용은 법칙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마음의 본성에 대한 법칙적 해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제2세대 인지과학의 등장으로 마음에 관한 탐구는 이러한 신체화의 본성과 구

조에 대한 탐구로 전환된다.36)

윈터도 신체화된 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체험주의를 진지하게 수용함으로써 법적 추론 과정의 본성과 구조를 

새롭게 밝히고자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인지적 접근법은 “마음에 대한 보다 나은 

이론이 마음의 산물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촉진한다.”37)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신체화된 활동이라는 체험주의적 전환을 바탕으

로, ① 범주와 개념은 공통 특질의 지각이라기보다는 세상과의 상호작용의 패턴이

고, ② 우리의 사고에서 언어적이고 명제적인 측면만큼이나 신체화된 비명제적 측

면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그는 체험주의에서 강조하는 은유, 심적 이미지, 환

유, 원형, 틀, 정신 공간 및 방사형 범주와 같은 상상적 과정이 법적 추론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33) Lakoff 등(주 31), 127.
34) Lakoff 등(주 31), 128.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35) Lakoff 등(주 31), 128–30.
36) 노양진(주 22), 38–39.
37) CF, xi–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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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2세대 인지과학의 세 가지 발견들

윈터는 제2세대 인지과학을 인지법학의 기초로 수용한다.38) 레이코프와 존슨은 

제2세대 인지과학의 핵심적 발견들을 “사고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마음은 본유

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다. 추상적 개념들은 대체로 은유적이다.”39)라는 세 가지 논

제로 요약하고, 이를 체험주의의 중요한 전제로 삼는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논제

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 인지적 무의식

1. 인지

우선 앞으로 빈번하게 사용할 ‘인지(cognition)’ 혹은 ‘인지적(cognitive)’라는 말

의 의미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분석철학자들과 인지과학자들은 ‘인지’이라는 

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우선 분석철학자들은 ‘인지적’이라는 말을 참 또

는 거짓의 판단과 연관 지어 사용하였다. 그들은 참 또는 거짓으로 결정될 수 있

는 문장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문장의 의미를 인지적 의미라고 보았

다.40) 다시 말해, 분석철학적 맥락에서 인지적이라는 용어는 개념 구조 또는 명제 

구조를 의미할 때 사용되고, 인지적 의미란 진리 조건적 의미로 간주된다.41)

반면에 인지과학적 맥락에서의 인지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종류의 정신적 작용

이나 구조에 대해서 사용된다. 시각적ᆞ청각적 감각의 처리과정이나 주의와 기억

은 물론 개념과 상상 등과 같이 두뇌의 작용이 개입되는 모든 과정은 인지적인 

것에 속한다.42)

38) Steven L. Winter, “Transcendental Nonsense, Metaphoric Reasoning, and the Cognitive 
Stakes for Law,” U. Pa. L. Rev. 137 (1989): 1105.

39) Lakoff 등(주 31), 25.
40) 노양진(주 22), 32.
41) Lakoff 등(주 3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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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적 무의식

정신작용이나 구조가 인지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작용이나 구조의 

상당부분을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사고는 “의식이 접근할 수 없으며, 또 너무 

빨리 작용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지적 의식 층위 아래에서 작용

한다”43)는 의미에서 무의식적(unconscious)이다. 예를 들어, 대화 과정에 문법에 

따른 문장의 구조화, 담화 속 공백의 보충, 신체적 언어에 대한 해석 등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44)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인지적 ‘무의식’이 정신분석학 

등의 심층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된 관념 및 본능(특히 성적 본능)을 내용으로 하

는 무의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레이코프와 존슨이 말하는 ‘인지적 무의식’은 사

회인지(social cognition)의 이중처리 모드 중에서 자동처리(automatic process) 모

드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45)

위와 같은 다양하고도 복잡한 인지적 과제들이 단순한 대화 상황에서도 자동

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월하게 수행된다는 사실은 인지과학자들에 의해 다

양한 방식으로 증명되어 왔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순수한 사변적 성찰을 통해서 

인간 이해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릇된 가정이라고 지적한다.46) 그들

에 따르면, 전통적인 개념분석의 방법이나 현상학적 내성은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

작용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거대하고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인지적 무의식을 

‘숨겨진 손’에 비유한다.47) 그들은 인지적 무의식이 단순히 우연적이거나 무선적으

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암묵적인 구조인 개념체계들에 따라 자동적

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무의식적 개념체계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양상을 

42) Lakoff 등(주 31), 38.
43) Lakoff 등(주 31), 36.
44) 이 과제 목록은 Lakoff 등(주 31), 37에서 따옴.
45) 자동처리에 대별되는 또 다른 처리 모드는 통제처리(controlled process) 모드이다. 이 통제처리

는 의도, 의식적 의지, 의식에 의해 주도된다. 
46) Lakoff 등(주 31), 39; 노양진(주 22), 41.
47) Lakoff 등(주 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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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해 준다. 다시 말해, 이 숨겨진 손은 우리의 ‘비

성찰적인 상식’을 만들어낸다.

II. 신체화된 마음

1. 신체화된 마음 논제

 데카르트(R. Descartes) 이래로 서양철학의 전통은 몸으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마음과 그 마음을 이끌어 가는 순수한 이성을 가정해왔다.48) 이러한 심신이원론에 

따르면, 마음과 이성은 탈신체화되어 초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이러한 이성이 

사용하는 개념들 역시 탈신체화된다.49) 레이코프와 존슨은 서양철학사가 마음과 

이성 그리고 개념과 범주에 관한 탈신체화적 견해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평가

한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위와 같은 탈신체화된 이성 개념에 맞서서 ‘신체화된 마음’ 

논제를 제시한다. 신체화된 마음 논제는 개념적ᆞ언어적 의미 체계가 인간의 물리

적ᆞ인지적ᆞ사회적 경험을 통한 신체화에 기초한다는 주장이다.50) 신체화 논제는 

완결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는 가설 체계이다. 여기에서 가설 

‘체계’라는 것은 신체화 논제가 단일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거나 반증될 

수 있도록 고안된 작업가설이 아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체화 논제는 인지의 

본성에 관해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되는 이론적 가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수렴적으로 검증되리라 기대되는 것이다.51) 이와 같은 실증적인 

의도를 가진 신체화 논제는 레이코프와 존슨이 논제를 처음 제기하였던 1980년대

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오고 있다.

마음이란, “두뇌를 중심으로 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창

발적 국면이다.”52) 탈신체화적 가정에 따르면, 우리는 몸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이

48) 노양진(주 22), 40.
49) Lakoff 등(주 31), 52–53.
50) Tim Rohrer, “Embodiment and Experientialism” in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ed. Dirk Geeraerts and Hubert Cuyckens (Oxford;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7), 27. 

51) Rohrer(주 5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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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능력을 통해 외부로부터 주어진 정보들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그러나 인지과학

적 발견들은 우리의 마음이 지각이나 운동과 같은 신체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레이코프와 존슨은 모든 사유작용은 두뇌의 신

경구조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신경망 구조는 우리의 사유작용의 종류를 결정한

다고 주장한다.53)

신체화 논제를 개념에 적용한다면, “신체화된 개념은 실제로 우리 두뇌의 감각

ᆞ운동계의 일부이거나 그 운동계를 이용하는 신경구조이다. 그러므로 개념적 추

론의 많은 부분은 감각운동 추론이다.”54) 예를 들어, 색체 개념은 독립적인 속성

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망막과 원추세포, 신경회로, 대상의 반사 특성 및 전자

기 방사선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것이다.55) 인간이 몸과 두뇌를 가진다는 ‘공

통성(commonality)’56) 때문에 이러한 상호작용은 순수하게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공간 개념도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안/밖, 위/아래, 앞/뒤 등의 공간 개념은 

인간의 몸이 사물들과 항상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기초한다. 방에 출입하기, 앉고 

서기, 여러 방향으로의 이동 등과 같은 신체적 활동의 도식을 통해서 공간 개념은 

이해된다. 색체 개념이 신경적으로 신체화된 개념이라면, 공간 개념은 현상학적으

로 신체화된 개념의 예가 될 수 있다.57) 공간 개념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에서도 

신체화된 기초가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다양한 언어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은유

들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위치, 방향, 움직임, 공간 등에 관

한 구체적인 개념의 관점에서 분노처럼 구체적이지 않고 본래 모호한 감정 경험

에 관한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레이코프와 존슨은 추상적 개념의 이해를 위해 동원되는 구체적 개념

들이 물리적 경험과 문화적 경험에 기초한다고 본다.58) 다시 말해, ‘신체화된 마

음’ 논제의 핵심은 지각과 운동 같은 활동에 관여하는 동일한 신경 메커니즘이 추

론과 개념화라는 고차적인 인지 능력에도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52) 노양진(주 2), 40.
53) Lakoff 등(주 31), 45.
54) Lakoff 등(주 31), 51.
55) Lakoff 등(주 31), 57.
56) 참고로, 노양진(주 22)은 ‘commonality’를 ‘공공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57) Lakoff 등(주 31), 73.
58) Lakoff 등(주 23),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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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화의 방향성과 경험의 두 층위

신체화된 마음 논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정하고 있다. 여러 이론가들에 따라 

신체화라는 용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조사하였던 뢰러(T. 

Rohrer)에 따르면, 레이코프와 존슨은 신체화라는 의미를 ‘은유적 사상의 방향성’ 

및 ‘설명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59)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적인 개념들을 신체적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신체화된 지식으로부터 추상적 개념으로의 투

사는 일어나도 그 반대 방향의 투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60) 여기에서 투

사란 A를 B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B의 속성들과 그 속성들 간

의 관계를 A의 그것들에 대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사의 방향

성을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의 방향성이라고도 한다.

둘째, 신체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보다 추상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토대

가 된다. 이러한 방향성을 설명의 방향성이라고 한다.61) 은유적 사상의 방향성이 

개념적 은유의 ‘투사’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설명의 방향성은 신체적 경험

을 통해서 얻은 지식, 즉 기본적인 개념의 설명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험의 두 층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방향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체

적ᆞ물리적 층위의 경험은 정신적ᆞ추상적 층위의 경험으로 확장되어 간다.”62) 이 

두 층위는 하나의 물리적 세계 안에서 드러나는 경험의 서로 다른 국면이다. 그리

고 이러한 확장은 정신적 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존슨은 은유, 환유, 심적 영

상, 원형효과 등 다양한 상상적 기제를 통해서 확장, 즉 정신적 투사가 이루어진

59) Rohrer(주 50), 26-29.
60) Lakoff 등(주 23), 205; 정신적 투사에 관해서는 이후 ‘개념적 은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61) George Lakoff and Mark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9), 113–120.
62) 노양진(주 22), 73. 참고로, 노양진은 경험의 확장이 듀이(J. Dewey)가 말하는 ‘창발(emergence)’

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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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상상적이라는 것은 정신적ᆞ추상적 층위의 경험이 신체적

ᆞ물리적 층위의 경험으로 환원될 수도 없고, 신체적ᆞ물리적 층위의 경험을 바탕

으로 법칙적으로 예측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신체화된 마음 논제에서 가정된 경험의 두 층위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

체적ᆞ물리적 층위의 경험은 뇌와 몸이라는 인간의 공통된 신체적 기반을 통해 

획득되기 때문에 인간 종으로서의 공통성을 지니기 때문에 색체 개념이나 공간 

개념들처럼 범문화적으로 변이가 크지 않다. 이와 달리, 정신적ᆞ추상적 층위의 

경험은 다양한 확장 기제로 말미암아 큰 변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신적ᆞ추

상적 층위의 경험에 속하는 자기(self) 개념이나 합리성 개념 등은 문화권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63) 다만 문화적ᆞ언어적 변이 속에서도 대부분의 문화는 

비교적 소수의 도식을 공유한다.64) 그러한 도식은 보다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장되

는 과정에서 자연적ᆞ사회적ᆞ문화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변이는 증가하

게 된다. 노양진은 신체적ᆞ물리적 층위와 정신적ᆞ추상적 충위의 관계에 대한 이

러한 해명이 체험주의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여라고 평가한다.

III. 사고와 개념적 은유

1. 통상적인 은유(표현)의 의미

은유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이다. 예로는 ‘내 마음은 호수요’ 따위가 있다. 은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metaphor’

는 희랍어로 ‘넘어서’라는 뜻의 ‘meta’와 ‘가져가다’라는 뜻의 ‘pherein’이 합쳐진 

‘metphora’에서 온 영어 단어이다.65) 어원상 은유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처럼 서술

63)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리학적 비교문화 연구들은 자기와 타인을 포함한 삶의 
세계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이해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인지적 차이
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Richard E. Nisbett,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Free Press, 2003) 참조. [역서]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최인철 역 (서울: 김영사, 2004).
64) 이하 설명은, 노양진(주 22), 78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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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유적 언어의 형태이다. 보통 ‘법은 어른의 지혜’나 ‘법은 젊은이의 감각’처

럼 ‘A = B’라는 형태를 띠는 은유는 A의 문자적 의미가 아닌 보다 새로운 의미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직유(simile), 제유(synecdoche), 환유(metonymy)도 모두 변형된 은유의 종류들

이다. 직유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이다.66) 예를 들면, ‘그는 사자처럼 용맹

하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따위가 있다. 제유는 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

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이다.67) 예를 들어,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에

서 ‘빵’이 ‘식량’을 나타내는 따위이다. 환유는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서 표현하는 수사법이다.68) 대한민국 정부를 ‘청와

대’로, 우리 민족을 ‘흰옷’으로 표현하는 것 따위이다.

은유를 명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를 들 수 있다.69)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은유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

는 명제들로 환원될 수 있다. 다시 말해, “A는 B이다.”라는 은유는 A가 어떤 특정

한 측면들에서 B와 유사하다는 명제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A와 

B가 공유하는 속성들이나 관계들을 이해해야만 “A는 B이다.”라는 은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존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명제적 관점의 은유는 “미리 존재

하는 객관적 사태를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이차적 장치”70)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은유는 흔히 파생적인 표현 방식이거나 비본질적인 문학적 비유법으로 

여겨진다. 존슨은 이러한 관념에는 의미에 관한 객관주의적 가정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한다.71) 의미에 관한 객관주의적 견해란, 범주가 고정되고 확정적이며 

세계 안의 사물들의 본성과 본질에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

르면, 세계 안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에 관한 진리 조건들은 문자적 개념

65) CF, 12.
66)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946100.
67)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4002600.
68)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3187000.
69)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론에 관해서는, Aristotle, 시학, 이상섭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를 

참조. 이하 설명은, Johnson(주 26), 165-66을 따름.
70) Johnson(주 26), 166.
71) 이하 설명은, Johnson(주 26), 163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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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한다. 그런데 은유적 진술은 서로 다른 범주의 대상들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들의 객관적인 실재를 기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은유에 관한 새로운 견해: 개념적 은유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의 본질이 단순히 언어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념 영

역을 다른 개념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인지작용에 있다고 본다. 문자적인 표

현으로서의 은유에 주로 관심을 둔 표준적 견해들과는 달리, 인지적 관점에서 은

유는 “개별적인 은유적 용법이나 언어적 관습이라기보다는 개념적 연상의 패턴”, 

즉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는 것이다.72) 다시 말해, 인지적 관점에서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in terms of) 이해

하고 경험하는 것이다.”73)

개념적 은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사상(寫像, mapping)이다. 수학 용어인 

사상74)은 개념적 은유에 있어서 “관련된 개념들 간의 체계적인 은유적 대응”75)을 

가리킨다. 국가(또는 정치조직)를 배로 개념화는 전형적인 예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 우리는 배와 국가만을 서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의 항로와 국가의 

역사적 진행, 배가 항해하는 바다와 국가가 직면하는 정치적 상황 등을 서로 대응

시키게 된다. 국가를 배로 개념화하는 경우 두 영역 간의 대표적인 대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76)

 

72) Joseph E. Grady, “Metaphor,” in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ed. Dirk 
Geeraerts and Hubert Cuyckens (Oxford;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7), 188.

73) Lakoff 등(주 23), 24.
74) 어떤 집합의 임의의 구성원이 다른 집합의 하나의 구성원에 대응할 때, 그 두 집합 간의 대응 관

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75) Grady(주 72), 190.
76) <표 1>은, Grady(주 72), 190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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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와 정치–배와 항해’의 개념적 사상 관계

원천영역 목표영역

배와 항해 → 국가와 정치

항로 → 국가정책

조정 → 국가정책의 결정

순항 → 국가의 성공ㆍ발전

침수 등 재난 → 국가의 문제ㆍ위기

풍랑 등 바다의 상황 → 국가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천영역에 속한 대상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서

의 특징적인 관계, 사건, 시나리오도 목표영역으로 투사되고, 이러한 개념적 은유

를 통해서 원천영역에 관한 추론이 목표영역으로 사상될 수 있다.77)

77) Grady(주 72),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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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윈터의 인지법학 개관

I. 인지법학에서 다루는 문제들

윈터는 인지과학 내에서 밝혀진 기본층위 범주, 방사형 범주, 이미지 도식, 개

념적 은유를 이용하여 법적 추론의 인지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는 지난 세기 발

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 인지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들과 이론들이 인

간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꿔놓고 있다고 본다. 그가 주목한 가

장 중요한 인지과학적 통찰은 인지과정의 핵심은 신체화된 상상력(embodied 

imagination)이라는 것이다.78) 그는 상상력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이 인지, 언어 그리고 사고에 관한, 즉 마음의 작동에 관한 이해를 도울 것이

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이해가 결국 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

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대한 윈터의 인지과학적 접근은, “마음에 대한 보다 나은 이론이 마음의 

산물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촉진한다.”79)라는 명료한 가정에 근거한다. 그는 

법을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산물로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산물을 분

석하는 데 인지적 접근은 매우 요긴하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믿음이다. 그는 마

음에 관한 가치중립적이고 논리적이며 기계론적인 모델을 거부하며, 동시에 마음

이 단순히 문화와 담화의 구성물이거나 인간의 창의성의 주관적인 과정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견해도 거부한다. 그가 취하는 입장은, “마음 그 자체가 물리적, 사

회적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신체화적인 과정”80)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

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입장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거나 우리의 몸속에, 즉 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데카르

트 식의 틀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신체화된 마음 이론에 따르면, 마음은 상호작용

적 과정에 붙여진 이름표이다.

78) CF, xi
79) CF, xi–xii
80) CF,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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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정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인식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반론

도 있다. 예를 들어, 로티(R. Rorty)는 인간의 인지적 과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객

관적으로 옳은 관점들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그릇된 관점들을 거부하는 원천적

인 근거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적 발견들 인식론에 별다른 도움

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81) 또한 미국의 철학자인 패터슨(D. Patterson)도 윈터를 

포함해 법학에 대해 인지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일군의 학자들의 주장들을 두고 

“유행하는 허튼 소리(fashionable nonsense)”라는 말로 일축한다.82) 그는 다양한 

인지과학적 접근을 ‘인지주의(cognitivism)’로 묶고, 법은 논증이기 때문에 뇌 속에

서 벌어지는 인지적 과정을 안다고 해서 그 논증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윈터는 우리의 인지적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

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다고 반박한다.83) 사실

과 가치의 이분법을 넘으려고 노력했던 퍼트남(H. Putnam)에 따르면, 우리는 외

부의 정보들을 날 것 그대로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용하

는 개념이나 어휘를 통해 그 정보들을 어느 정도는 재구성한 상태에서 받아들인

다.84)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개념적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

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통찰을 받아들인 윈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념적 체계를 알려면 그 개념적 체계가 우리의 생각과 앎에 대해서 미치

는 실질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그 효과의 범위 내에서 그 개념적 체계를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85) 윈터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저서 서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잘 대변된다.

효과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월적인 진실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식이다. 

…… 그러므로 법적 행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적 모형과 변호사ㆍ판사ㆍ일반

인들 사이에서 생각과 의사결정에 활기를 넣어주는 사회적 구성물들의 인지적 지도 

81) Richard Rorty,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9), 
246.

82) Dennis Patterson, “Fashionable Nonsense,” Texas Law Review 81 (2003): 841–94.
83) CF, xii
84) Hilary Putnam,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54.
85) CF,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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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오늘날 법학 연구에서 지배적인 분석적 기술과 규범적 이

론들과는 매우 다른 도구들을 필요로 한다. 인지이론(cognitive theory)은 무의식적인 

기준과 인지적 작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구조들과 그것들의 

영향력을 밝혀냄으로써 …… 법을 더 잘 이해하여 더 효과적으로 행위하고 싶어 하는 

법적 행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86)

얼핏 윈터의 관점은 인지이론을 법적 행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단순히 기술

적(技術的)이거나 전략적인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윈터는 다음

의 두 가지 면에서 인지이론이 법이론과 법철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

째, 법적 추론의 하부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날카로운 비평을 촉진할 수 있다.87) 둘

째, 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질문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

답을 찾는 것은 법의 내용과 존재론에 관한 탐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88) 윈

터는 이러한 탐구를 통해 인간사(人間事)의 의미와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의 말을 빌자면, “일단 우리가 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지적ᆞ사회적 기반을 탐구한다면, 법에 대한 전체적인 관념이 

드러날 것이다. 법을 일종의 권위라고 개념화하였더라도 우리는 법이 의미생산에 

관한 문화적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89)

윈터는 ‘신체화된 인지’에 관한 이론을 법현상, 특히 법적 추론에 대한 분석 틀

로 취함으로써 기존의 합리주의적 관점에 따른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마음과 이성에 대한 데카르트적인 전통적 이해에 대한 도전

이기도 하다. 전통적 관점에서 이성은 선형적이고, 위계적이고, 명제적이며 정의적

(定義的)이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합리주의 모형’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합리

주의 모형과 대조적인 인지적 관점에서 이성은 상향적(bottom–up)이고, 유연하고, 

적응적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우리에게 인지과정에 대한 매우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윈터가 보기에 합리주의 모형은 법적 추론의 다양한 패턴들을 오류로 

치부하면서 실제적인 법적 추론을 체계적으로 왜곡한다. 바로 이러한 왜곡을 인지

이론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즉 합리주의 모형에서 오류로 치부했던 법현상

86) CF, xiii
87) CF, xiii
88) CF, xiii
89) CF, ix



63

들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법학의 핵심이다.

II. 윈터의 논제

법적 추론에 관한 윈터의 인지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제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법과 법적 추론의 불확정성으로 지적되는 현상들은 합리주의적 모형이 

야기한 문제이다.90) 법적 추론과 관련된 인지 과정은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완

전히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윈터의 이 첫 번째 주

장은 최근 30여 년에 걸쳐 인지과학 영역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기대고 있다. 인지

과학적 발견들에 따르면, 범주화는 합리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인 가설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상상력과 그 상상력이 인간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

용에서 가지는 핵심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의미, 합리

성, 지적 변화, 법 또는 다른 어떤 인간 현상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91) 우리의 

사고 패턴은 은유적 사상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잘 모르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에 비추어 이해하는 방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적 입력 값

을 상상적 출력 값에 연결하는 선형적이고 알고리즘적인 함수는 없다.92) 그러나 

이러한 상상적인 과정이 순전히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철저히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성은 맥락에 의해 동기화 된 것이기 때문이

다.93) 윈터는 “다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상상적 합리성은 거의 예측 가능한 방

식들 안에서 불확정적이다.”라고 말한다.94) 

그는 이러한 인지적 관점이 법적 추론의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법적 추론은 법규범으로부터 구체적 사안의 논리적 결정을 도출하는 과

90) CF, 11.
91) CF, 6.
92) CF, 7.
93) CF, 7.
94) C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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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법적 판단 및 의사결정자는 이 과정에서 법규범으로부터 

필요충분조건들 또는 기준들을 추출한다고 기대된다. 이와는 반대로 극단적인 주

관주의적 입장은 법리들을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조작된 허울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는 이 두 입장 모두가 이성을 “하향적이고 선형적이며 (배중률에서처럼) 

명확하고 폐쇄적인 특징이 있는 것”95)으로 가정한다고 본다. 그러나 법적 자료들

은 정확성, 위계 그리고 확정성이라는 합리주의적 기대에 부합하는 패턴을 생산하

지 못한다. 그는 복잡한 인간의 추론 과정을 합리주의적 모형에 구겨 넣음으로써 

법의 불확정성이 과장된다고 생각한다.96)

둘째, 법현상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인지적ᆞ문화적인 하부구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법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97) 이 논제는 추상적ᆞ개념적인 상부구

조에 집착하는 객관주의와 그러한 상부구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회의주의 모두를 

겨냥한 것이다. 체험주의적 관점에서 합리성이란 상상적이고 경험에 기반을 둔 인

지능력이다.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합리성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신체적

ᆞ사회적 경험과 문화적 지식을 활용하여 범주화와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체험주의적 관점은 여태까지 암묵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인지적 과정

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윈터는 체험주의적 관점이 법적 판단 및 의사결

정 과정의 역동성을 잘 포착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그 역동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읽힐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역동성에 일정한 

패턴, 즉 상대적인 규칙성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나 객관성이 아니라 설득의 과정

에 수반되는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제약들이라고 본다.98) 결국 윈터는 법현상의 기

층을 이루고 있는 인지적ᆞ문화적인 하부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법은 설득’

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95) CF, 8.
96) CF, 11.
97) CF, 11.
98) CF,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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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인지적 소여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인지과학적 연구 성과들은, 마음의 본성과 구조가 우리

의 몸과 분리되어 외재하는 객관적인 대상들에 대한 추상적인 정보처리과정이 아

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면, 도리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

과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창발적으로 작용한다.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을 

만들려는 노력의 산물인 체험주의는 이러한 인지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체험주의적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물리적ᆞ신체적 층

위에서 생성된 체험적 기반을 추상적ᆞ문화적 층위의 경험에까지 은유적으로 확

장시켜 우리가 그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은유적 확장은 우리

의 원천적인 상상력이다.

우리는 체험주의적 논제들을 통해서 인간의 ‘인지적 소여’에 관한 보다 풍부하

고 역동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었다. 인간의 정신에 관한 선험적인 가정들로 시작

하는 인식론의 여러 갈래들은 우리의 인지적 소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이

러한 인식론은 일종의 ‘인간적 고려가 없는 인간에 관한 이론’이라는 기형적인 모

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러한 패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고려, 즉 인지적 소여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물론 경험적으로 밝혀진 인지적 

소여에 관한 낱낱의 지식이 곧바로 정신의 본성과 구조에 관한 더 좋은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지적 소여에 대한 통찰은 보다 더 나은 설명체계로 나가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에서 큰 걸음을 뗐던 체험주의는 인지적 소여를 잘 조

직화하여 인간의 인지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이며 설명력 있는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윈터는 체험주의를 바탕으로 시작한 자신의 인지법학은 법

을 인간화(humanized)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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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지적 분석을 위한 개념도구들

제3장에서 살펴본 레이코프(G. Lakoff)와 존슨(M. Johnson)의 인지이론을 수용

한 윈터(S. L. Winter)는 사고과정의 상상적 측면에 주목한다. 흔히 상상력은 이성

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비약적이고도 창조적인 성격의 사고능력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존슨은 상상력이 “인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원천적인 인지적 기제”1)이

고,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에 의미가 부여되고 실재에 관한 지식도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2) 윈터도 상상력이 우리의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상

상력에 관한 윈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3) 첫째, 인간의 사고는 원천적으로 상상

적이다. 인지의 역동성과 적응성은 명제적이고 계산적인 과정만으로 획득되기 어

렵고, 상상적이고 연합적인 과정이 개입되어야 획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

장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들이 이미지적이고 교차 양상적이라는 

경험적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둘째, 상상력은 신체화되어 있고, 상호작용적

이며, 경험에 기반을 둔다. 상상력은 뇌의 신경 구조로부터 생겨난다는 점에서 신

체화되어 있다. 물리적ᆞ사회적 세계와의 신체화된 상호작용 패턴이 상상력의 구

조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고, 상상력은 이러한 상호작용적 경험에 수반된다는 것이

다. 셋째, 상상력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현재까지 중요하게 밝혀진 상상

력의 메커니즘들에는 기본수준 범주화, 개념적 은유, 환유, 이미지 도식들, 이상적 

인지모형들 그리고 방사형 범주가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사고의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다. 단, 윈터는 은유적 확장이 체계적이라고 

해서 확장의 결과를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이해해

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요컨대 은유적 확장은 변이성을 가지고 있다.

1) 노양진, 몸이 철학을 말하다: 인지적 전환과 체험주의의 물음 (파주: 서광사, 2013), 116.
2) Mark Johnson, 마음 속의 몸: 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근거, 노양진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266.
3) 이하 설명은, CF, 5–6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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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에 사용되는 개념도구들인 개념적 

은유, 이미지 도식, 범주화,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장을 통해서 범주화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가 어떤 것이고 범주의 확장

에서 개념적 은유와 이미지 도식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

다.

제1절 개념적 은유와 이미지 도식

상상력은 바로 우리의 ‘원천적인 은유적 확장 능력’이다. 이때 그 확장은 경험

에 이미지 도식을 은유적으로 사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신체적 경

험을 통해서 도출되는 반복적 패턴인 이미지 도식의 관점에서 추상적인 대상에 

관한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 절에서는 우리의 사고과정에서 개념적 은유와 이미지 

도식이 담당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I. 개념적 은유와 사고

1. 일차적 은유와 복합적 은유

일차적 은유는 기본적인 지각적 개념을 기본적이지만 지각적이지는 않은 개념

으로 사상하는 간단한 개념적 은유이다.4) 예컨대, ‘아는 것은 보는 것이다’, ‘많음

은 위이다’, ‘애정은 따뜻함’, ‘친밀함은 가까움이다’, ‘범주는 그릇이다’ 따위가 일

차적 은유이다. 일차적 은유에서 사용되는 원천영역 개념으로는 위ᆞ아래, 밝음ᆞ

어두움, 전방ᆞ후방, 달콤함ᆞ씁쓸함, 밀기ᆞ당기기 등이 있다. 그에 상응하는 목

4) 이하 설명은, Joseph E. Grady, “Metaphor,” in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ed. Dirk Geeraerts and Hubert Cuyckens (Oxford;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7), 
192-93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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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영역 개념은 지배ᆞ피지배, 슬픔ᆞ기쁨, 성공ᆞ실패, 강요ᆞ강요 등과 같은 정

신적 경험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일차적 은유는 경험에서 직접 발생한다. 

개념적 은유 이론에 따르면, 일차적 은유는 신체화를 통해서 인지적 무의식의 

일부를 이룬다.5) 다시 말해, 우리는 정상적인 신경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일차적 은

유를 자동적ᆞ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데, 우리 자신이 일차적 은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사회적(또는 심리

적) 해는 물리적인 해’6)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이러한 개념적 은유는 여러 문화권

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상적인 사회적 배제 상황을 접할 때

조차도 우리의 뇌에서 신체적 고통과 관련된 부위인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이 활성화된다.7) 이러한 뇌과학적 증거는 일차적 은유가 신체화되어 인지적 

무의식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복합적 은유는 일차적 은유들이 결합한 형태의 은유이다. 많은 복합적 은유들

은 오랜 기간 동안 관습화되고, 고착화되고, 고정되어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관

습화된 복합적 은유가 개념체계의 매우 큰 부분을 형성하며,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8) 레이코프와 존슨은 서구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복합적 은유 중 하나인 ‘목적이 있는 삶은 여행’ 은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9) 

이 복합적 은유는 <표 2>에서처럼 네 개의 하위 은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네 개의 하위 은유들이 결합될 수 있는 배경에는, “(a) 모든 사람이 삶에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고들 생각하는 문화적 믿음, (b) ‘목적은 목적지’와 ‘행동은 운동’이

라는 일차적 은유, 그리고 (c) 일련의 목적지들에 대한 긴 여행[long trip]은 여행

[journey]이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5)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임지룡
ᆞ윤희수ᆞ노양진ᆞ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2002), 100.

6) George Lakoff, 인지의미론: 언어에서 본 인간의 마음, 이기우 역 (서울: 한국문화사, 1994), 560. 
레이코프는 “to keep someone at arm's length”(어떤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라는 관용
구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친밀함은 물리적인 거리의 가까움이다.”와 “사회적 
(또는 심리적인) 해는 물리적인 해이다.”라는 두 가지 은유의 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원서] George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7).

7) Naomi I. Eisenberger, Matthew D. Lieberman, and Kipling D. Williams,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 no. 5643 (2003): 290–292.

8) Lakoff 등(주 5), 105.
9) 이하의 은유 분석은 Lakoff 등(주 5), 106–107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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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목적이 있는 삶–여행’의 개념적 사상 관계10)

원천영역 목표영역

여행 → 목적이 있는 삶

여행자 → 삶을 사는 사람

목적지 → 삶의 목표

여행 일정 → 삶의 계획

복합적 은유의 체험적 토대는 그것을 이루는 일차적 은유들의 체험적 토대에 

근거를 둔다. ‘목적이 있는 삶은 여행’이라는 복합적 은유에는 그 자체의 체험적 

토대는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직업적 여행가가 아닌 이상 우리의 일상

적 경험에서 목적 있는 삶과 여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이 복합적 

은유를 이루는 일차적 은유들인 ‘목적은 목적지’ 은유와 ‘행동은 운동’ 은유는 체

험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차적 은유들의 개별적 토대들이 복합적 은

유에 토대를 제공한다.11)

2. 개념적 은유를 통한 추리 

개념적 은유는 사유를 이끄는 도구로 사용된다. 앞서 살펴본 ‘국가 운영은 항

해’나 ‘목적이 있는 삶은 여행’ 은유는 원천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사상을 통해서 

항해나 여행에 관한 관념을 국가 운영이나 삶에 관한 추론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예컨대, 항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풍랑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

각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풍랑은 배의 순항을 방해하는 상황이다. 풍랑이 심해

질수록 배는 균형을 잡기 어렵게 되고 항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 배는 풍랑 때문에 침몰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장은 배를 조정함으

로써 배와 탑승자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국가 운영’에 적용

10) <표 2>는 Lakoff 등(주 5), 107에서 따옴.
11) Lakoff 등(주 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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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풍랑은 국가의 정책 수행과 성공이라는 

목표 추구를 어렵게 만든다. 풍랑 때문에 국가는 정책의 목표 성취를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없게 된다. 풍랑 때문에 목표 추구를 위한 현재 항로를 유지할 수 없

다.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정책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

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운영은 항해’ 은유는 항해의 추론 구조를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 운영 과정

에 전이시킨다. 그리고 항해의 관점에서 국가 운영에 대해 사유할 때, 사람들은 

항해의 용어로 국가 운영에 관해 이야기한다.

II. 법에서의 개념적 은유

레이코프와 존슨의 인지이론에서는 인간의 추상적 사고과정의 많은 부분들이 

개념적 은유 또는 개념적 사상(寫像)에 기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에서 

사용되는 은유적 사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어 왔다.12) 법현실주

의자들은 은유를 법형식주의가 만들어낸 공허한 관념론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

판하였다.13) 호펠드(W. N. Hohfeld)는 “법적 용어에 관한 많은 어려움은 우리의 

단어들 중 많은 것들이 본래는 물리적인 사물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인

한다. 그래서 법적 관계들에 대해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 

상징적이거나 허구적이다.”14)라고 말했다. 코헨(F. Cohen)도 은유에 대해서 부정적

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언어적 표현양식으로서의 은유가 법적 추론을 방해하는 

일종의 “초월적 무의미(transcendental nonsense)”라고 부르면서, “전통적인 법리

학이 사용하는 생생한 허구들과 은유들이 정치적이거나 기억을 돕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결정의 이유일 때, …… 법을 형성시키는 사회적 힘을 망각하기 쉽다.”15)

12) 체험주의 관점에서 은유란 인지적 기제이지만 법학자들의 비판은 ‘은유적 수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13) Steven L. Winter, A Clearing in the Forest: Law, Life, and Min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1), 286 [이하, CF].

14) Wesley N. Hohfeld,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Yale L. J. 23 (1913): 24 (각주 생략).

15) Felix Cohen, “Transcendental Nonsense and the Functional Approach,” CowM. L. Rev.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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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비판하였다. 카르도조 판사도 법에서 은유가 야기하는 왜곡에 대해 경고하였

다. 그는 “법에서 은유들은 사고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로 시작하지만 종종 사고를 

은유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한다.”16)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윈터는 제3장에서 살펴본 ‘인지적 무의식’, ‘신체화된 마음’, ‘개념적 은

유’라는 체험주의의 세 가지 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법과 같이 고도로 추

상화된 개념체계의 대부분이 개념적 은유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의 

경계’, ‘법의 적용범위’, ‘법의 힘’, ‘법 피라미드’, ‘헌정질서 파괴’, ‘연성헌법ᆞ경성

헌법’ 등과 같은 표현들이 법과 관련된 매우 흔한 은유들이다. 이러한 은유들은 

우리가 법이라는 고도로 추상적인 대상에 형태를 띠거나 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사물의 관점을 사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윈터는 은유적으로 법을 사물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법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는 ‘법을 깨는 것(즉, 법을 위반하는 것)’과 ‘법을 다 베어 

버려 큰 길을 내는 것’17)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예로 들어 법과 관련된 개념적 

은유를 설명한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18) ‘법을 깨는 것’은 법을 파괴ᆞ제거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 제약을 파기ᆞ위반한다는 의미로 헌법침해와 같은 매

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법과 질서의 회복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한다. 반

면에 ‘법을 다 베어 버려 큰 길을 내는 것’이라는 표현은 법의 파괴를 함축한다. 

이 은유에서 숲의 제약은 법의 제한에 대응되고, 나무들을 베어 버리는 행위는 그

러한 제한에 대한 대규모의 제거에 대응된다. 이 표현은 법적 제한들에 대한 단순

한 위반보다 더 걱정스러운 사태를 드러낸다.

(1935): 812.
16) Berkey v. Third Ave. Ry. Co., 244 N.Y. 84, 94, 155 N.E.2d 58, 61 (1930), CF, 286에서 재인

용.
17) CF, 14. 원문 표현은 각각 “to break the law”와 “to cut a great road through the law”이다.
18) 이하 설명은 CF, 14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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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미지 도식

이미지 도식은 신체화된 마음 논제와 개념적 은유 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미지 도식의 획득과 이용 과정은 인간의 사고가 신체화적 기반에서 작동

하는지는 잘 보여준다.

1. 반복적 경험의 패턴으로서의 이미지 도식

존슨은 The Body in the Mind에서 신체화된 경험이 개념적 체계 내에서 이미

지 도식(image schema)을 발생시킨다고 제안했다. 이미지 도식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비명제적이고 선개념적인(preconceptual) 구조들이며, 우리가 

구체적 대상을 식별하는 데 개입되는 소수의 패턴들”19)이다. 이러한 구조들은 환

경과 우리의 상호작용 및 환경에 대한 관찰로부터 도출되는 비교적 추상적인 표

상이다.20) 존슨은 이미지 도식이 “경험과 이해를 조직화하는 활동의 지속적 구

조”21)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환경과 우리 사이에서 ‘반복적이며 동적인 

패턴’을 가지는 상호작용은 우리의 경험에 ‘정합성과 구조’를 제공한다.22) 이미지 

도식이 선개념적이라 함은, 이미지 도식이 언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의 습득에 

앞서서 생애초기의 반복적인 경험으로부터 획득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미지 도식도 감각적 경험의 반복으로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종의 개념이기

는 하지만 일반적인 추상적 개념들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개념이다. 

‘이미지’라는 용어 때문에 이미지 도식이 시각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미지적 경험은 시각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감

각적 경험이다. 즉 이미지 도식이 다양한 감각 양상들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19) 노양진(주 1), 74.
20) Johnson(주 2), 104; Vyvyan Evans and Melanie Green, 인지언어학 기초, 임지룡ᆞ김동환 역 

(서울: 한국문화사, 2008), 215.
21) Johnson(주 2), 105.
22) Johnson(주 2), 29; CF,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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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은 ‘그릇’ 도식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만연한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보여준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wake out of) 이불 속에서 방 안을 찬찬히 들여다본다(peer out 

from beneath the covers into the room). 차츰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emerge out 

of) 이불에서 나와(out from) 옷을 입고(climb into your robe), 기지개를 켜고(stretch 

out), 몽롱한 채로(in a daze) 걸어서 방을 나와(out of) 욕실로 들어간다(into the bath 

room). 거울을 들여다보고(look into), 당신을 바라보는(staring out) 자신의 얼굴을 본

다. 욕실 장으로 손을 내뻗어(reach into) 치약을 꺼내고(take out) 치약을 조금 짜내서

(squeeze out) 칫솔을 업에(into the mouth) 넣고 서둘러서(in a hurry) 이를 닦고 입을 

헹군다(rinse out). 아침 식사 때 당신은 또 다른 수많은 안팎 활동을 한다. 커피를 따르

고(pouring out), 식기를 차리고(setting out), 토스터에 토스트를 넣고(putting in), 토스

트에 잼을 바르는(spreading out) 등등. 좀 더 깨어나면 신문에 빠져들(get lost in) 수

도 있으며, 어떤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speaking out) 대화에 끼어들(enter into) 수도 

있다.23)

이 예에서처럼 상당히 많은 사물들과 경험들이 ‘그릇’이라는 도식적 개념(즉, 안과 

밖의 구분이 있는 제한된 공간 개념)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욕실 장이나 치약 튜

브는 분명히 그릇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쉽게 ‘그릇’ 도식으로 범주화된다. 침대 

커버, 옷, 방 등은 분명한 그릇은 아니지만 안과 밖이 구분되어 공간적인 경계를 

가지는 사물들이라는 점에서 ‘그릇’ 도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잠, 인

사불성, 멍함 같은 생리적ᆞ심리적 상태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무는 동안에는 

외부 자극와의 차단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그릇’ 도식으로 범주화된다. 또한 우리

의 몸도 물질의 투입과 배출이라는 생리적 과정(예: 들숨/날숨, 섭취/배설 등)이라

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그릇이다. 존슨은 이 예에서처럼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 안에서 물리적 포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공간적ᆞ시간적 구조화, 즉 

물리적 포함에 대한 전형적인 도식들”24)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23) Johnson(주 2), 107.
24) Johnson(주 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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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슈탈트로서의 이미지 도식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추상화된 패턴인 이미지 도식은 ‘게슈탈트(Gestalt)’로 

체험된다. 게슈탈트란, 어떤 대상을 하나의 통일성 있는 것으로 조직화하여 지각

함으로써 형성되는 통합적 구조체이다.25)26) ‘힘’ 이미지 도식의 예를 통해서 게슈

탈트로서의 이미지 도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27)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부지불

식간에도 힘의 작용을 경험한다. 우리는 힘을 이해할 때에는 힘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중시된다. 힘은 ① 상호 작용을 통해 경험되고, ② 공간 안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경험되고, ③ 전형적으로 단일한 운동 경로가 있는 것

으로 경험되고, ④ 원천으로부터 나와 목표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경험

되고, ⑤ 능력 또는 세기의 정도를 통해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경험되고, ⑥ 구

조 또는 인과성의 연쇄가 있는 것으로 경험된다. 이 여섯 가지가 힘에 대한 일반

적인 게슈탈트이다. 그런데 힘의 게슈탈트는 이러한 부분들로 분할되어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힘에 대한 경험은 각 부분별로 구별된 경험이 아니라 이 전체로서의 

하나의 체험적 게슈탈트에 대한 경험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적 게슈탈트 

안에는 추론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내적 구조가 있다.28) 힘의 게슈탈트에는 강

제, 차단, 대응력, 전환, 제약의 제거, 가능성 부여, 흡인과 같은 구조가 있다.29) 현

재까지 확인된 대표적인 이미지 도식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25) Yukio Tsuji 편.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임지룡 역 (서울: 한국문화사, 2004), 8.
26) 게슈탈트의 예시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아래와 같은 Kaniza의 삼각형이다.

   이 그림에는 단지 꺾여 있는 선들과 팩맨처럼 생긴 검은 불규칙 도형만이 있
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래 그림에서 하얀 색의 삼각형이 검은 테두리의 
삼각형과 세 개의 검은 원들 위에 포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불완전
한 자극들로부터 완전한 도형들을 조직화함으로써 경험되는 게슈탈트이다. 
Gaetano Kanizsa, “Margini quasi–percettivi in campi con stimolazione 
omogenea,” Rivista di Psicologia 49.1 (1955): 7–30. [English translation: 
“Quasi–Perceptual Margins in Homogeneously Stimulated Fields,” (with 

a 1986 addendum.) in The Perception of Illusory Contours, ed. G. E. Meyer and S. Petry 
(New York: Springer, 1987), 40–49]. 

27) 힘의 게슈탈트에 관한 이하 설명은 Johnson(주 2), 126–28을 따름.
28) 이는 ‘제2장 제2절 Ⅲ. 3.’에서 살펴본 개념적 은유와 추론의 관계와 유사하다.
29) Johnson(주 2), 129–133.



75

<표 3> 이미지 도식 목록30)

공간 위–아래, 앞–뒤, 좌–우, 가까움–멂, 중심–주변, 접촉, 곧음, 수직성

포함 그릇, 안–밖, 표면, 가득함–텅빔, 내용

운동력 타성, 원천–경로–목적지

균형 축의 균형, 천칭 균형, 점 균형, 평형상태

힘 강요, 봉쇄, 저항, 전환, 장벽제거, 권능, 인력, 저항

단일체/복수체 합병, 수집, 분열, 반복, 부분–전체, 가산–질량, 연결

일치 조화, 상위부과

존재 제거, 한정된 공간, 순환, 사물, 과정

패턴들을 인식하고 개념을 형성하는 뇌의 바로 그 능력은 신체적 경험의 이러

한 구조들에 의존한다. 윈터는 균형, 부분–전체, 사물, 원천–경로–목표, 힘–장애물 

그리고 그릇과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 또는 이미지 도식들이 인간의 사고에 

구조를 제공하고 우리와 세계의 상호작용에서 명확한 통일성과 확정성의 척도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31)

3. 이미지 도식과 추상적 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는 이미지 도식은 개념적 은유를 통

해서 추상적인 대상에까지도 사상된다. ‘소설 속의 주인공’, ‘신화 속의 영웅들’, 

‘상상 속의 너’,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야기의 줄거리

에서 벗어나다’ 등의 표현들은 ‘그릇’ 도식이 추상적인 대상에 사상되어 나타는 예

들이다.32)

우리는 많은 경우 이미지 도식을 추상적인 대상에 은유적으로 사상함으로써 

30) <표 3>은 Evans 등(주 20), 204에서 따옴.
31) CF, 16.
32) 노양진(주 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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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에 대한 사고를 한다. 이러한 사상의 과정은 대부분 은유, 환유, 원형효과 

등의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은유적인 것이다.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 살생하는 이미지 도식들이 신체적ᆞ물리적 층위의 경험의 축을 이루고 있으

며, 그것들의 은유적 확장을 통해 정신적ᆞ추상적 층위의 경험이 구성된다.33)

이미지 도식과 추상적 사고의 관계를 ‘균형’ 도식을 통해 살펴보자. 균형 잡기

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활동이다.34) 존슨에 따르면, 우리는 일어서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균형 잡기를 몸소 익힌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균형의 의미

가 생겨난다.35) 이때 균형의 의미란 균형과 관련된 선개념적인 구조를 뜻한다. 누

군가 걷다가 균형이 깨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상적인 수직적 축과 힘ᆞ

무게의 분배를 떠올릴 것이다.36) 여기에서 상상적 축은 물리적인 대상도 마음속에 

형성하는 하나의 이미지도 아니다. 또한 이 축은 명제적인 구조나 규칙도 아니다. 

이 축은 균형 잡기라는 경험 안에서 형성된 반복적인 패턴이다.

존슨은 ‘균형’ 도식의 원형적인 예와 그 원형으로부터 변형된 예를 설명한다.37) 

그에 따르면, 가장 원형적인 ‘균형’ 도식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향의 대칭적인 

힘들이 균형을 이루는 ‘축 균형(axis balance)’ 도식이다. 이러한 원형으로부터 다

른 ‘균형’ 도식들이 확장된다. 흔히 ‘균형’의 의미로 사용되는 ‘천칭(twin–pan)’은 

‘축 균형’ 도식에서 축이 하나의 점으로 바뀐 것이다. 축이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

는 다양한 방향의 대칭적인 힘들이 ‘천칭 균형’ 도식에서는 천칭의 양쪽 접시에 

작용하는 힘으로 바뀐다. 또 다른 변형으로는 ‘점 균형(point balance)’ 도식이 있

다. 이 도식은 다수의 대칭적 힘들이 한 점을 향하는 두 개의 대칭적인 힘으로 바

뀐 형태의 도식이다.

이러한 ‘균형’ 도식들은 은유적 사상(寫像)을 통해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

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신체적 균형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균형에 대한 감각 경

험이 ‘균형 있는 견해’, ‘균형 있는 체계’, ‘힘의 균형’, ‘정의의 균형’ 등에 대한 이

33) 노양진(주 1), 161.
34) Johnson(주 2), 176.
35) Johnson(주 2), 177.
36) Johnson(주 2), 178.
37) 이하 내용은, Johnson(주 2), 203–206을 따름.



77

해와 연결된다.38) 존슨은 이러한 이미지 도식들이 법적 추론과 도덕적 추론에 필

수적인 개념적 은유의 기반이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판사들이 증거의 ‘경중’을 

따지고 법적 결정에 따른 이익‘형량’을 하는 경우나 도덕철학자들이 롤즈(J. 

Rawls) 식의 ‘반성적 평형상태(reflective equilibrium)’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그들

의 심적 연산은 ‘균형’ 도식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의의 저울’을 형상화한 

예술작품들과 도해적인 기호들에도 이런 개념적 은유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불 수 

있다. 존슨은 ‘법적 균형’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법과 사법 제도는 정의의 저울에 의해 재치 있게 상정되는 것처럼 균형이라는 기본

적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법률가들은 배심이 자기 쪽으로 기울기를 원한다. 

따라서 그들은 혼란스러운 사실들의 덩어리를 사용하고, 비중 있는 증언을 부추기고, 

논증들을 쌓아올리고, 승인된 권위의 힘을 덧붙이고, 법적 전통의 무게를 끌어들인다. 

정의 자체는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무너진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판사는 어떤 가정된 계산법에 따라 손실의 무게를 평가하고, 그 보상으로 그 손실과 

어느 정도 동등한 벌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 또는 ‘죄에 맞는 벌’

과 같이 이러한 사법적 은유가 언어 표현화된 실례들을 갖게 된다.39)

이미지 도식이 추상적 사고를 이끄는 또 다른 예로, ‘사물’ 이미지 도식을 기반

으로 한 ‘법’에 관한 이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물 이미지 도식은 책상, 의자 등

과 같은 구체적 사물과 우리가 행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기초를 둔다.40) 예컨

대, 사물은 색채, 무게, 모양 등 물리적 속성을 가지며, 특정한 한정된 공간 안에 

있다 등이 그 예이다. 이 이미지 도식이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과 

같이 추상적 대상에 사상될 수 있다. 법을 물리적 속성을 가진 어떤 것에 의해 이

해하게 되면 법의 경계를 확정하고, 법의 효과(힘)에 대해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선개념적인 신체화된 경험과 관련되고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사

물’ 이미지 도식은 법과 같은 추상적 대상을 구조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8) Johnson(주 2), 197.
39) Johnson(주 2), 201.
40) Evans 등(주 20),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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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범주화와 이상적 인지모형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적 추론은 범주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윈터는 

범주화라는 인지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법적 추론의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범주화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법적 추론을 새롭게 이해하

기 위해서 레이코프의 인지의미론을 이론적 기초로 삼는다. 레이코프는 생성문법 

이론을 창안한 촘스키(N. Chomsky)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언어이론 거부하고 제2

세대 인지과학적 발견들, 특히 1980년대까지 축적되었던 범주화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과 의미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들을 통합하여 인지의미론이라는 새로운 형

태의 의미론을 구축하였다. 인지의미론은 의미를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인 진리세

계의 산물로 간주하는 관점을 거부하고 의미를 인간의 감각ᆞ지각ᆞ인지 작용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언어관이다. 인지의미론에 따르면, 의미는 객관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부여에 의해 생기고, 의미부여 과정에서 문화적ᆞ

사회적인 광범위한 백과사전적 배경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의 토대가 되

는 개념은 범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41) 윈터는 의미의 토대인 개념이 범주화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레이코프의 견해를 수용한다. 레이코프는 제3장에서 살펴본 제

2세대 인지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개념과 범주에 관한 이론을 새롭게 정립한

다. 이 절에서는 우선 윈터가 수용한 레이코프의 범주론, ‘이상적 인지모형

(idealized cognitive model)’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 고전적 범주론과 원형 이론

1. 고전적 범주론

고전적인 의미에서 ‘범주화’는 ‘사물이나 사태를 동일화 또는 차별화하여 공통

41) Tsuji(주 25),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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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관계성에 따라 일반화함으로써 통합하는 인지활동’이다.42) 범주는 이러한 

인지활동의 산물이다. 우리는 범주화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고 기억하고 인출할 수 있다. 범주에 관한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범주는 특정

한 필요충분조건적인 공통적 속성을 가진 구성원(member)들의 집합으로 정의된

다.43) 고전적 범주의 구성원들은 홀수/짝수처럼 정의적(定意的)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주의 경계는 명확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범주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째, 범주를 정의하는 데 정확한 필요충분조건의 집합을 식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많은 일상적인 개념 범주들은 조금씩 서로 닮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즉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44)이 있는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둘째, 고전적 범주론

은 수많은 범주들의 경계가 실제로 왜 불분명하고 가변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45) 셋째, 고전적 범주론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간 전형

성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참새나 제비는 ‘새’ 범주의 전형적인 예

지만 타조나 펭귄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구성원 간 전형성의 차이는 ‘짝수’와 같

이 범주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2. 원형과 원형효과

원형이란 어느 한 범주의 구성원 중 대표적인 예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

구’라는 범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의자, 책상, 침대, 장롱 등과 같은 대표적인 예

들을 떠올린다. 그러한 예들이 바로 가구 범주의 원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드러낸다. 원형은 ① 쉽게 떠올릴 수 있고, ②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억되고, ③ 많은 사람들에 의해 범주의 좋은 보기로 인정될 수 있

42) Tsuji(주 25), 80.
43) Cass R. Sunstein, “Analogical Reasoning in Law,” Harv. L. Rev. 106 (1993): 755–57. 범주에 

관한 고전 이론에 관해서는, Aristotle, 오르가논: 범주론ᆞ명제론, 김진성 역주 (서울: 이제이북, 
2005)를 참조.

44) Ludwig Wittegenstein,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서울: 책사랑, 2006), 59-61.
45) D. Alan Cruse and William Croft, 인지언어학, 김두식ᆞ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200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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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④ 우리 가까이에 있기에 그것과 빈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46) 

원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본보기(typical token) 모형’과 ‘개념

(prototype) 모형’으로 견해가 나뉜다.47) 본보기 모형에서는 전형적 사례들 가체가 

원형이 된다. 반면에 개념 모형의 관점에서는, 전형적 사례들의 특징들이 요약된 

일종의 ‘도식적 표상’이 원형이 된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원형은 주로 개념 모형

의 맥락에서 통용되는 원형이다.

원형과 비원형은 범주 귀속에 있어서 차등적인 지위를 가지며, 우리의 인지와 

관련하여 원형효과(prototype effect)를 야기한다. 어떤 범주의 원형이 되는 구성원

(중심적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경계적 구성원)이 그 범주에 귀속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우리는 차등적인 귀속도를 지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새’ 범

주의 구성원을 판정하는 실험에서 원형적 사례일수록 범주 판단에 걸리는 반응시

간이 짧아진다.48) 필요충분조건을 전제로 하는 고전적 범주론은 원형효과를 설명

할 수 없다.49) 또한 우리가 어느 범주의 원형적인 사례를 그 범주에 관한 일반화

의 근거로 삼는 것도 원형효과라고 할 수 있다.50)

원형은 범주에 관한 대표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인지적 기능에 체계적인 영

향을 미친다. 특히 원형은 인지적 참조점으로 작용함으로써 인지적 경제성을 높인

다.51) 원형에 대한 진위 판단과 추론이 비원형에 대한 진위 판단과 추론보다 더 

수월하다.52) 그리고 범주에 대한 학습도 원형을 예로 활용할 경우가 비원형을 통

46) Tsuji(주 25), 146.
47) 이하 설명은, Tsuji(주 25), 147을 따름. 본보기 모형과 개념 모형의 비교에 관한 설명은, Susan 

T. Fiske and Shelley E. Taylor, (두뇌로부터 문화에 이르는) 사회인지, 신현정 역 (서울: 박학사, 
2010), 141-50을 참조.

48) Tsuji(주 25), 149.
49) Eleanor H. Rosch and Carolyn B. Mervis, “Family resemblances: Studie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7, no. 4 (1975): 573–74는 “대부분의 사상적 전통
은 범주 구성원자격을 디지털 방식의 흑백 현상으로 다루었다. …… [이 전통에 따르면] 기본 속
성을 소유하는 모든 실례는 완전하고 동일한 정도의 구성원 자격을 갖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
근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 범주는 아날로그 방식이며, 논리상 아날로그 구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표상되어야 한다.”라고 한다.

50) Tsuji(주 25), 149.
51) Dirk Geeraerts, Diachronic Prototype Semantics: A Contribution to Historical Lexicology 

(Oxford: Clarendon Press, 1997), Barbara Lewandowska–Tomaszczyk, “Polysemy, 
Prototypes, and Radial Categories,” in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ed. 
Dirk Geeraerts and Hubert Cuyckens (Oxford;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7), 149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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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보다 더 효과적이다.53) 또한 사람들은 새로운 대상이나 현상을 원형으로 

대표되는 기존 범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원형은 기본층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원형과의 비교는 그 새로운 대상이나 현상이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잘 예측하게 해 준다.54)

3. 기본층위 범주와 원형 이론

(1) 고전적 범주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범주화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인지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적ᆞ실험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로쉬(E. H. Rosch)와 멀비스(C. B. Mervis)는 가족유사성 개념을 제안

한 비트겐슈타인과 기본층위 범주를 밝힌 브라운(R. Brown)55)의 통찰을 토대로 

원형과 원형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범주 구조를 고안하였다(원형 이론).56)

범주는 ① 최소한의 인지적 자원으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성되고(인지적 경제성), ②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다양

한 사상(事象)들의 관계적 구조에 의존하여 형성된다(지각된 상관구조 반영).57) 우

리가 지느러미는 비늘ᆞ수영능력과 공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들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지각된 상관구조의 예가 될 수 있다.58) 

이 두 가지 원리로 범주화 체계가 발생한다. 경제성 원리는 범주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포괄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되고, 상관구조는 범주의 대표성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Rosch 등은 이러한 두 원리를 수평 차원과 수직 차원으로 설정하여 범

주 체계를 설명하였다.

수평 차원(전형성 효과): 범주 체계의 수평 차원은 지각된 상관구조와 관련이 

52) CF, 77.
53) CF, 77, 144.
54) Lewandowska–Tomaszczyk(주 51), 150.
55) Roger Brown, “How Shall a Thing Be Called?” Psychological Review 65 (1958): 14–21. 
56) Eleanor H. Rosch,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3 (1973): 328–350.
57) Evans 등(주 20), 270.
58) Evans 등(주 20),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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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9) 어떤 범주의 전형적인 구성원일수록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속성을 더 

많이 가진다(전형성 효과). 예를 들어, 참새가 펭귄보다 다른 새들과 공유하는 속

성이 훨씬 많다. 전형성 효과를 보이는 범주는 가족유사성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

다.

수직 차원(기본층위 범주): 수직 차원은 범주의 포괄성과 관련이 있다.60) 가구

는 의자보다 더 포괄적인 범주이고, 의자는 흔들의자보다 더 포괄적인 범주이다. 

로쉬 등은 최적의 인지적 경제성을 제공하는 특정한 포괄성 층위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 이 층위에 해당하는 범주로는 개, 의자, 자동차 같은 범주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범주 층위가 ‘기본층위(basic level)’이다. 상위층위 범주는 기본층위 범주보

다 더 포괄적이지만 상세성이 떨어지고, 하위층위 범주는 기본층위 범주보다 더 

상세하지만 덜 포괄적이다. 사람들은 기본층위 범주에 관해서 가장 많은 특질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① 기본층위 범주는 생애초기에 학습ᆞ명명되고, ② 기본층위 

범주의 명칭은 짧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③ 기본층위 범주는 쉽게 기억ᆞ인식되

고, ④ 기본층위 범주는 단일한 게슈탈트로 지각되고, ⑤ 기본층위 범주의 구성원

들에 대한 신체적 상호작용 방식은 특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61)

기본층위가 가장 현저한 범주화의 층위인 이유는 범주 구성원의 유사성과 인

지적 경제성의 원리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과 관련이 있다.62) 하위층위 범주에 속

하는 실례들은 그들 사이에 유사성이 매우 크지만(예: 여러 종류의 진돗개), 하위

층위의 서로 다른 범주들의 실례들과도 매우 유사하다(예: 콜리와 진돗개). 그러나 

기본층위 범주는 기본층위의 서로 다른 범주들과 유사성이 훨씬 더 적다(예: 개와 

고양이). 이처럼 기본층위 범주는 범주 내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속성을 공유하지

만 범주 간에는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인지적 경제성을 달성한다. 다시 말

해, 기본층위 범주는 범주 내 포괄성과 범주 간 변별성을 동시에 최대화한다.

59) 이하 설명은, Evans 등(주 20), 280–81을 따름.
60) 이하 설명은, Evans 등(주 20), 272–73을 따름

61) Eleanor H. Rosch, et al, “Basic Objects in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8, no. 
3 (1976): 382–439.

62) 이하 설명은, Evans 등(주 20), 276을 따름.



83

(2) 원형 이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원형 이론이 범주 구조를 설명해주

는 못한다는 것이다. 원형 이론은 지식 표상에 관한 이론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

러나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원형효과는 원형을 중심으로 한 지식 표상의 구조가 

심리적으로 실재함을 보장하지 못한다. 로쉬도 원형효과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재하기는 하지만, 범주가 인간 마음속에 표상되는 방식에 

대한 이론으로 직접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원형효과를 조

사한 실험은 사람들의 범주화 판단을 발생시키는 인지적 표상을 조사한다기보다

는 이런 범주화 판단만을 조사하는 것이다.63)

II. 레이코프의 이상적 인지모형

레이코프는 원형효과를 인지적 표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원형효과가 복합적인 정신적 모형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원형효과는 

인지적 구조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 만들어내는 효과

라는 것이다. 레이코프는 이러한 원형효과를 타당하게 설명하기 위해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에서 범주 구조에 관한 이론, 즉 이상적 인지모형을 제시한

다. 이상적 인지모형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비교

적 안정적인 정신 표상이다.64) 이 모형은 범주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 특

히 로쉬 등의 연구로 밝혀졌던 원형효과와 관련된 경험적 증거들을 타당하게 설

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65) 이상적 인지모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개

념의 이해에 관해 제시되었던 다양한 모형들을 통합한 결과이다. 이상적 인지모형

이 제안되기 전에도 이미 언어와 세계에 대한 이해과정 모형으로서 프레임

(frame),66) 스크립트(script)67) 등과 같은 개념들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63) Evans 등(주 20), 285.
64) Lakoff(주 6), 163; Evans 등(주 20), 286.
65) Alan Cienki, “Frames, Idealized Cognitive Models, and Domains” in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ed. Dirk Geeraerts and Hubert Cuyckens (Oxford;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7), 170.

66) Charles Fillmore, “Frame Semantics,” in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lected papers 
from SICOL–1981, ed. Linguistic Society of Korea (Seoul, Korea: Hanshin Pub. 198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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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겠지만 이상적 인지모형은 이러한 개념들보다 더 다양한 범주적ᆞ개념적 

구조들을 포괄할 수 있다. 프레임과 스크립트는 이상적 인지모형의 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상적 인지모형은 인간의 신체적 경험, 인간의 행동과 목

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두루 적용되기 때문에 정보처리 수단으로 작동한

다.68) 그리고 레이코프는 추상화된 맥락들로 이루어진 이상적 인지모형은 실제 사

태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가 이상적 인지모형 안에서 인지적 

구조화 원리에 따라 조직화 된다고 주장한다.69) 

1. 원형효과의 출처로서의 이상적 인지모형

(1) 레이코프는 원형효과가 특정 개념을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는 이상적 인지

모형들 사이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70) “교황은 총각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자.71)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라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

면 교황은 총각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은 이 질문에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 또한 파트너를 두고 장기간 미혼인 채로 있는 남성은 총각이라

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총각 범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일부일처제

137. 인지언어학에서 프레임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전제되는 지식구조를 뜻한다. 상거래와 
관련된 동사인 ‘사다’와 ‘팔다’의 의미는 ‘매도인’, ‘매수인’, ‘상품’, ‘돈’ 등의 요소로 구성된 상거
래의 장면을 배경으로 해야 비로소 이해된다. 이처럼 언어가 환기시키고 그 언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체계가 ‘프레임’이다.

67) Roger C. Schank and Robert P. Abelson,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Human Knowledge Structures (New York: Wiley, 1977). 스크립트란 추론이나 해석
의 토대가 되는 집약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스크립트는 경험으로부터 추출된다. 발화의 의미나 그 
내용의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상황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과 관련된 스크립트에는 입장, 주문, 식사, 퇴장이라는 네 가지 장면으로 구성된다. 
레스토랑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에 상당히 관행적으로 오가는 대화의 내용은 이러한 레스토랑 스
크립트를 환기시킴으로써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언어 이해에 있어서 스크립트가 중요한 이유는 스
크립트를 통해서 명시적이지 않은 정보들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8) Cienki(주 65), 176-77.
69) Cienki(주 65), 177.
70) Lakoff(주 6), 81–83.
71) Fillmore(주 66), 111–37. 참고로, Ronald M. Dworkin, 법의 제국, 장영민 역 (서울: 아카넷, 

2004), 115도 ‘해석상 참인 모범례’와 ‘정의적으로 타당한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총각’을 예
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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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혼 제도, 결혼 적령기를 암묵적으로 전제해야 한다.72)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총각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을 구성한다. 교황은 총각 범주의 좋은 예가 되지 못

한다. 왜냐하면 교황은 결혼의 이상적 인지모형보다는 성직자가 결혼을 할 수 없

는 가톨릭교회의 이상적 인지모형과 관련되어 이해되기 때문이다. 결혼의 이상적 

인지모형과 가톨릭교회의 이상적 인지모형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교황은 총각 범

주에서 비원형적으로 인식된다.

(2) 레이코프는 ‘어머니’ 범주를 예로 들어 다발 모형에 의한 더 복합적인 효과

를 설명한다.73) 다발 모형이란 여러 개의 이상적 인지모형이 한 데 묶여 이루어진 

인지모형이다.74) 그는 ‘어머니’의 이상적 인지모형은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모형들

의 다발이라고 설명한다.

출산 모형: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다.

유전 모형: 어머니는 아이에게 유전 물질을 제공한 사람이다.

양육 모형: 어머니는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사람이다.

결혼 모형: 어머니는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한 사람이다.

가계 모형: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여성 조상이다.

이러한 모형들의 다발로 구성된 ‘어머니’ 범주의 이상적 인지모형 속에서는 아이

에 대한 양육자로서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하여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원형적인 

어머니로 인식된다. 이러한 원형효과는 다발 모형 중에서 출산 모형이 일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전적 정의들도 출산 모형을 기준으로 삼는

다.75)

다발 모형으로 ‘어머니’ 범주의 인지모형을 상정하면 하위범주에 속하는 매우 

다양한 어머니 유형들이 파생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하위범주에 속하는 어머

니 유형으로는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working mothers)’, ‘미혼모(unwed moth-

ers)’ 등이 있다. 고정관념적인 가정으로부터 양모, 편모와 같은 하위범주들이 파생

72) Lakoff(주 6), 81.
73) 이하 어머니 범주에 관한 설명은, Lakoff(주 6), 87–90을 따름.
74) Lakoff(주 6), 87.
75) 국어사전에서도 어머니를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국립국어

원, 표준어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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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는 오로지 양육이 쟁점이 될 때 사용되는 범주이다. 

그러나 아이의 양육에 책임이 없는 생물학적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라고 불리지 않는다. 미혼모는 출산 모형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양모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미혼모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처럼 다발 모형

은 범주에 대한 단순한 개념화보다 범주의 실제적인 사용 패턴을 더 잘 설명해준

다.

(3) 레이코프는 개별 사례가 전체 범주를 대표하는 환유를 통해서도 원형효과

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76) 위에서 살펴본 다발 모형에서 그 다발을 구성하

는 한 가지 이상적 인지모형이 전체 범주를 대표하기도 한다. 이때 그 범주를 대

표하는 환유적 모형은 인지적 참조점 역할을 하고, 그 범주의 다른 구성원들을 평

가하는 배경이 되는 규범과 기대를 형성한다. 이 규범과 기대로부터 환유적 모형

은 원형효과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어머니’ 범주에서 고정관념적인 어머니는 

‘전업주부 어머니’이다. 고정관념적인 ‘전업주부 어머니’가 ‘어머니’ 범주를 대표함

으로써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는 비원형적인 구성으로 평가된다.

고정관념적 구성원 외에도 전형적인 예, 이상적인 예, 모범적 예, 현저한 예 등

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환유를 통해 원형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참새는 ‘새’ 범주의 전형적인 예로 타조나 펭귄을 평가하는 참조점이 된다. 공공심

이 있고 이타적이며 근면한 국회의원은 정치가의 이상적인 예로 권력욕이 넘치고 

이해집산에 능한 노회한 ‘고정관념적’ 국회의원을 비원형적인 정치가로 평가하게 

만드는 참조점이 된다.77) 피겨 선수의 모범적 예인 김연아나 기업인의 모범적 예

인 유일한 등도 이상적인 예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점

을 제공한다. 기억하기 쉽거나 현저한 예도 환유적 인지모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

76) Lakoff(주 6), 91–97.
77) Evans 등(주 20), 291. 참고로, “그 사람 참 대단한 정치인이야.”라는 말은 이상적인 예를 기준으

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고정관념적인 예를 기준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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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형효과와 방사형 범주

레이코프는 ‘어머니’ 범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범주가 방사형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방사형 구조란, 중심 사례와 그 중심 사례로부터 확장되어 나

온 관습화된 변형 사례들로 이루어진 구조이다.78) 레이코프에 따르면, 방사형 범

주의 중심(원형)은 예측할 수 있지만, 주변의 구성원은 중심 구성원으로부터 예측

할 수 없다.79) 다만 주변의 구성원들은 중심의 구성원과 가족유사성을 가지고, 중

심의 구성원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80) 인지적인 관점에서 ‘동기화’란, “언어에 

대한 여러 현상의 배후에 인지적인 작용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러한 인지적인 작

용 아래서 언어를 구조화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뜻한다.81) 주변의 구성원이 중심

의 구성원에 의해 동기화되었다는 의미는 중심적인 구성원으로부터 비중심적인 

구성원으로의 확장이 법칙적으로 예측되거나 생성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의적

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이상적 인지모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성전환 한 남성’이나 ‘교정시력’과 같이 하위범주로의 확장은 원형으로부

터 법칙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경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머니’ 범주의 예를 통해, 방사형 범주로부터도 원형효과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어머니에 대한 다발 모형과 ‘전업주부 어머니’라는 고정관

념적 예는 어머니에 대한 합성적 원형(composite prototype)을 형성하는 데 기여

한다. 합성적 원형은 여러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원형으로서 범주에 구조를 부여

한다. 합성적 원형으로서의 어머니는 출산 모형, 유전 모형, 양육 모형, 결혼 모형, 

가계 모형 그리고 고정관념적인 전업주부 모형에서 얻은 정보들로 구성된다. 생

모, 대리모, 양모, 수양모처럼 다양한 모형들이 합성적 원형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

다. 생모는 출산과 유전자 제공하지만 양육을 하지 않고, 대리모는 출산만 할 뿐

이고, 양모는 양육의무를 진 법적 보호자이고, 수양모는 양육을 위탁받았지만 법

78) Lakoff(주 6), 101.
79) Lakoff(주 6), 76.
80) Lakoff(주 6), 76; Lewandowska–Tomaszczyk(주 51), 155.
81) Tsuji(주 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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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호자는 아니다. 이러한 하위범주들이 합성적 원형으로부터 일탈한 것처럼 보

일 때 원형성이 낮게 인식된다. 또한 어떤 특정한 하위범주가 다른 하위범주보다 

더 관습화되었을 때 방사형 범주 내에서 그 하위범주는 높은 원형성을 가진 것으

로 인식될 수 있다.

3. 이상적 인지모형의 구조

구조화된 복합적 지식체계인 이상적 인지모형은 ‘정신공간(mental space)’을 구

조화한다. 다양한 사태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개념적 영역들을 

인지적으로 (대개의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구성하고 그러한 영역들을 연결한다. 이

때 서로 결합되어 구조화된 개념적 영역들을 정신공간이라고 부른다.82) 다시 말

해, 정신공간이란 의미구성이 진행되는 동안에 구성되는 지식의 개념적 꾸러미인 

셈이다.83) 우리가 개념화하는 사태는 개념화와 사고의 매개체인 정신공간에 표상

된다.84) 이 과정에서 언어는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촉매가 된다. 레이코프는 이상

적 인지모형이 정신공간을 구조화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고 본다.85) 

이상적 인지모형의 종류에는 명제적인 것, 환유적인 것, 상징적인 것이 있다.

첫째, 명제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은 실체ᆞ실체의 특성ᆞ실체들의 관계들에 대

한 명제적 지식으로 이루어진 모형이다.86) 이때 ‘명제적’이라는 말은 은유와 환유 

같은 상상적 기제를 사용하지 않음을 뜻한다. 명제적 모형은 단순한 명제로 이루

질 수도 있고, 상태의 단계나 변화 과정에 대한 스크립트 또는 시나리오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고전적 범주처럼 특질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포함관계

를 가지는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이용하는 분류법으로 이루질 수도 있고, 중심–
주변의 구조를 가지는 범주 구조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82) Gilles Fauconnier, Mental Spaces: Aspects of Meaning Construction in Natural Language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4).

83) Evans 등(주 20), 296. 
84) Lakoff(주 6), 344.
85) Lakoff(주 6), 344.
86) Lakoff(주 6), 284–87.



89

둘째, 환유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은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대표하는 관계로 이

루어진 이상적 인지모형이다.87) 일반적으로 장소가 그곳에 위치해 있는 기관이나 

사람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환유를 환기시킨다.88) 특정한 집단의 현저한 

구성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집단 전체를 평가하는 사회적 고정관념도 이

러한 환유적 모형의 한 예가 될 수 있다.89) 또한 모범적 보기나 이상적 보기도 이 

환유적 모형에 속한다.

셋째, 상징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은 언어적인 요소(즉, 기호)로 구성된 모형이

다. 이 모형은 필모어(C. J. Fillmore)가 의미적 프레임으로 기술하였던 지식구조를 

말한다. 필모어에 따르면, 어휘 항목은 그것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다른 어휘항

목들과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90) 예를 들어, 상거래 장면 프레임과 관련되어 

이해되는 ‘팔다’, ‘사다’ 등의 예를 생각해 보면 어휘항목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이

해하기 쉽다. 이러한 프레임, 즉 기호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은 다른 언어의 기초가 

되는 순수한 개념적 구조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언어에 의해 명시적으로 구조화되

어 있다. 따라서 이 인지모형의 구조는 기호 단위를 포함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개념적 은유는 이상적 인지모형을 구조화하는 기제로 작동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원영역의 구조가 목표영역으로 투사 또는 사상됨으로써 

이상적 인지모형이 구조화된다. 레이코프는 ‘화(anger)’에 관한 여러 관용구들의 분

석을 통해 화의 이상적 인지모형에는 ‘그릇에 담겨 끓는 액체’가 은유적으로 투사

된다고 설명한다.91) 또한 앞서 살펴본 ‘목적이 있는 삶은 여행’ 은유를 통해서 삶

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이 여행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에 의해 은유적으로 구

조화된다.

또한 이미지 도식도 이상적 인지모형을 구조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미

지 도식은 “우리의 경험에 일관성과 구조를 제공하는 우리의 지각적 상호작용과 

87) Lakoff(주 6), 78.
88) 환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노양

진ᆞ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2006), 제8장 참조.
89) Cienki(주 65), 180.
90) 이하 설명은, Evans 등(주 20), 298을 따름. 프레임 의미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Fillmore(주 

66), 111–37 참조.
91) 자세한 설명은, Lakoff(주 6), 467–5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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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프로그램의 반복적이며 동적인 패턴”이다.92) 레이코프에 따르면, ‘공간’에 대

한 우리의 경험과 개념은 대개 ‘그릇’, ‘원천–경로–목표’, ‘부분/전체’, ‘위/아래’, ‘앞/

뒤’, ‘중심/주변’ 등과 같은 이미지 도식에 의해 구조화된다.93) 방사형 범주 모형도 

‘중심/주변’ 도식에 의해 특징지어진다.94) 이때 이미지 도식과 목표영역을 연결시

키는 데에는 은유적 사상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부, 경계, 외부라는 구조

적 요소를 가진 그릇 이미지 도식은 집합과 같은 기본적인 논리를 개념화하기 위

한 모형을 제공한다.

윈터는 이상적 인지모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상적 인지모형은 직접적인 

신체적 또는 문화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상황의 넓은 범위를 

포착하기 위해 고도로 일반화되어 있고, 실재에 대한 객관적인 표상이 아니라 인

간의 경험과 상황의 특정한 국면에 대한 이상화로서 원형효과를 생산한다.95)

III. 인지적 범주론에 대한 윈터의 평가: 인간의 합리성의 한 

측면으로서의 범주화

윈터는 앞 절에서 살펴본 인지이론적인 관점에서 범주화 자체가 목적적인

(purposive) 추론 과정으로 봄으로써 범주화에 관한 인지적 설명을 법적 추론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법이 사회적ᆞ문화적 조건에 의존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

들어진 인공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법적 추론도 범주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ᆞ

문화적 의존성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추론 과정이라는 것이 윈터의 생각이다. 그

는 이러한 연결점에서 출발하여 법규범에 담긴 이상적 인지모형을 분석하고, 법규

범의 작동방식을 범주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판례들의 결

정 패턴을 방사형 범주 구조로 정리한다.

92) Johnson(주 2), xvi.
93) Lakoff(주 6), 267–68.
94) Cienki(주 65), 179.
95) CF,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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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주의 문화적ᆞ사회적 의존성

앞 절에서 살펴본 레이코프의 인지의미론에 따르면, 많은 개념들이 방사형 범

주를 이루며 그 방사형 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확장은 문화적ᆞ사회적 우연성

을 띤다. 여러 문화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본적인 범주들도 많고, 방사

형 범주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범문화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확장은 한 공동체의 문화와 관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를 들

어, 앞서 살펴본 ‘미혼모’라는 범주는 이 범주를 사용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

방식, 가치체계, 규범체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96) 또한 히말라야 동쪽 외진 

산자락에서 철저한 모계사회를 이루고 사는 모쒀족 사회에는 아예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다는 사실97)은 개념의 문화 의존성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범주들은 특정한 공동체에서 형성된 관행의 기능과 목적 그리

고 그에 따라 승인된 행위양식들을 담고 있다.98) 바꿔 말하면, 기본적 어휘들은 

한 공동체에서 그 어휘와 관련된 주제에 관해 오랫동안 축적된 사회적 이해들을 

코드화하고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범주화는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고 사회적 환경에 의존적이다.

윈터는 방사형 범주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조건들과 관행들에 의해서도 

확장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취업모’가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잘 부응하는 하위범주로 인식되어 결과적으로 ‘전업 

어머니’라는 새로운 하위범주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99) ‘유전적 어머니’, 

‘대리모’ 등도 생식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새로운 하위범주들이다. 방사형 범주의 

가변성에 대한 윈터의 설명은 실제로 한국사회의 맥락에서도 수긍할 만하다. 가족

의 결속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종래에는 노부부의 이혼이 드문 일이었지만 

최근 들어 노부부의 이혼이 법적ᆞ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황혼이혼’이라는 새로운 

96) CF, 97.
97) Yang E. Namu and Christine Mathieu, 아버지가 없는 나라, 강수정 역 (파주: 김영사 , 2007).
98) CF, 97. 
99) CF,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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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 개념이 등장하였다. 또한 이혼의 증가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로 

이혼남, 이혼녀, 노총각, 노처녀 등의 범주들은 ‘싱글’이라는 범주로 대체되고 있

다. 이처럼 범주화는 범주의 배경을 이루는 인지적 모형을 사회적ᆞ문화적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새로운 하위범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으로 동기화 된 인지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100) 윈터는 많은 언어적 범주들이 

잘 구획된 객관적인 의미들을 단순히 담고 있는 그릇이라기보다는 세계를 이해하

는 기능과 목적을 가진 도구인 셈이라고 본다.101)

2. 목적 중심적인 추론 과정으로서의 범주화

윈터는 범주화를 기본층위 범주, 이미지 도식 그리고 은유적 사상(寫像)을 바

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상상적인 인지과정으로 본다.102) 인지의미론의 관점

에서 원형, 방사형 범주, 이상적 인지모형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는 범주화 

과정을 설명해준다. 방사형 범주는 중심 사례와 그로부터 다양하게 확장된 사례들

로 구성된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경우 그 중심 사례는 이미지 도식, 

명제, 은유, 환유, 기호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된 이상적 인지모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모형이 확장되는 방식에는 다시금 이미지 도식, 명제, 은유, 환유, 기호 

등의 수단이 동원된다. 다시 말해, 핵심 모형으로부터의 확장은 하나의 규칙에 의

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손[手]’으로부터 ‘손목’, ‘손등’으로의 확장은 

신체의 부분을 은유적으로 사상하여 이루어지지만, ‘손을 적시다’, ‘손을 끊다’로의 

확장은 어떤 일을 할 때 주로 손을 사용한다는 경험적 근거를 가진 환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확장의 수단이 어느 하나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이 두 가지 확장 패턴 사이에는 핵심 사례와 연결된다는 점 외에는 공통점

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특정한 확장 수단이 결정되면 확장은 상당히 체계적인 패

턴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범주화는 상대적으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인지과정이

100) CF, 99. 
101) CF, 75–76.
102) CF,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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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꿔 말해, 방사형 범주에서의 확장은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필요충분조

건으로 환원될 수는 없지만 자의적인 것도 아니다. 윈터는 레이코프와 마찬가지로 

방사형 범주에서의 확장이 핵심 사례와 확장된 사례를 연결할 수 있는 경험적 근

거에 기초한다고 본다. 윈터는 단순한 범주들도 이상적 인지모형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풍부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고, 방사형 

범주가 상상적인 개념적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은 범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본다.103)

윈터는 범주화 그 자체가 추론의 과정이라고 본다.104) 제2세대 인지과학의 발

견들에 대한 레이코프의 해석에 따르면, 범주화는 필요충분조건에 따른 정적인 분

류과정이라기보다는 상상적이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인지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범주의 구성적인 구조, 즉 방사형 범주 구조를 통해 사회적 삶에서 중요하

게 여겨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심사들을 수용할 수 있다.105) 다시 말해, 위와 같

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주화는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삶을 효과

적으로 다루는 추론 과정이다.106)

또한 윈터는 추론과정으로서의 범주화는 목적을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지적 활

동임을 강조한다. 그는 고전적 범주론은 범주화가 목적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범주화를 공통적 속성

에 따른 분류로 보는 고전적 범주론에 따르면, 범주는 선험적인 개념적 구조이기 

때문에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목적과 무관한 활동이기 때문이다.107) 그러나 인지의

미론에 따르면, 범주는 상상적이고도 역동적인 인지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구성적

인 구조이다. 후자의 관점을 수용한 윈터는 범주화 과정은 범주에 담겨 있는 사회

적 관행의 기능과 목적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범주화는 규범적인 과

정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108) 수많은 기술적 범주도 기능 또는 목적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되고, 가치중립적이기보다는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109)

103) CF, 75–76.
104) CF, 70.
105) CF, 185.
106) CF, 70.
107) Cass R. Sunstein, “On Analogical Reasoning in Law,” Harv. L. Rev. 106 (1993): 755–57.
108) CF, 97.
109) CF,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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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가 목적 중심적인 추론 과정이라는 통찰은 풀러(L. L. Fuller)의 목적 중

심적인 법해석방법론과110) 일맥상통한다. 윈터는 풀러가 규칙을 해석하기 위해서 

목적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고 본 점에서 옳다고 평가한다.111) 풀러는 

하트(H. L. A. Hart)가 법규칙의 해석을 단어의 의미 결정으로 환원시켰다고 비판

하면서 목적적인 법률해석론을 제안했다. 법규칙을 이루는 단어들은 개별적이고 

탈맥락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풀러는 하트가 말하는 어떤 법규칙의 표준 사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 법규칙이 일반적으로 목표하

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논박한다. 이 점에서 풀러의 설명은 

인지적인 관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풀러는 그 암묵적 지식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112)

풀러는 하트가 핵심부와 주변부의 구분을 통해 법규칙을 해석할 때 경험되는 

사실을 단순히 기술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론에 기초를 두고 강한 형태의 법

해석론을 제안한 것이라고 본다. 하트의 논제에 대한 풀러의 이해는 이렇다. 하트

는 법규칙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표준 사례에서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

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반면에 어떤 사례가 주변부에 해당할 때 비로소 법관은 규

칙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규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하

게 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풀러는 개별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해석

이 아니라고 하면서 문장, 문단, 텍스트 전체의 맥락과 무관한 표준 사례는 있을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우리가 어떤 법규칙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도 표준 

사례를 떠올 수 있는 것은 그 법규칙의 목적을 어떻게 정식화하든지 그 사례가 

그 규칙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트가 들고 있

는 ‘공원 내 탈것 금지’ 규칙에서 ‘자동차’가 의심 없이 명백한 표준 사례라는 것

은 이미 그 규칙이 일반적으로 목표하는 바(예: 정숙 유지, 보행자 안전 도모 등)

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차 세

계 대전에 사용되었던 트럭(운행이 가능함)을 기념물로 공원의 안전지대에서 전시

하고 싶어 한다면 이 트럭은 해당 법규칙이 금지하는 ‘탈것’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110) 목적 중심적인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설명은, Lon L. Fuller, “Positivism and Fidelity to Law–
A Reply to Professor Hart,” Harv. L. Rev. 71 (1958): 661–69를 따름.

111) CF, 202.
112) CF,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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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면 주변부에 해당하는가? 트럭은 하트가 말하는 핵심부인 자동차에 속하

지만 해당 규칙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풀러는 “모든 개선사항은 ○○○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라는 불완전한 법

규칙을 예로 들어 법규칙을 이루는 어구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반드시 그 법규칙

의 목적과 맥락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개선사항’은 보고를 받는 ○○○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표준 사례는 달라진다. 우리는 보고를 받는 자가 ‘수간호사’

인지, ‘도시계획청’인지, ‘학장’인지, ‘교장’인지에 따라 관련 맥락을 떠올리고 그 맥

락에서 개선사항의 표준 사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또한 ‘즉

시’와 ‘보고’의 경우에도 맥락에 따라 그 표준 사례는 달라진다. 따라서 법률의 해

석은 전체로서의 법률을 고려할 때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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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추적 사고

유추는 일상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과학적 영역에서의 추론에서도 널리 사용되

는 추론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헤세(M. Hesse)는 과학적 추론에서 유추의 기능을 

연구하였다.113) 헤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 분류에 있어서의 유추 이론과 블

랙(M. Black)의 은유에 대한 상호작용적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과학적 발견

과 개념적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유추를 강조하였고, 인과적 관계와 유추적 사

상의 밀접한 관련성을 중요하게 보았다.

I. 일반적인 유추의 의미

1. 개연적 추론형식인 유추

유추의 사전적 정의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

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이다.114) 논리적 관점에서 유추는 어느 특수한 경우(개별명

제)를 토대로 다른 특수한 경우(개별명제)를 미루어 짐작하는 간접적인 추리방식

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추란 어떤 두 개의 사실이 여러 관점에서 서로 매

우 유사하다면 그 중 하나의 사실과 관련해서 경험된 것들은 다른 하나의 사실과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경험될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을 말한다.115)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의 유추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X와 같은 형태의 대상들은 F, G, H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Y와 같은 형태의 대상들은 F, G, H 외에 Z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X와 같은 형태의 대상들도 Z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113) Mary B. Hesse, The Structure of Scientific Inferenc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4).

1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15) 이창후, 생각의 기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글쓰고 말하기 (서울: 원앤원북스, 2011),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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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에서 유비추리라고도 불리는 유추는 비증명적인 추론의 한 유형으로, 

“어떤 대상(들)이 속성 F1,…, Fn을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 a가 속성 F1,…, Fn–1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들로부터 a가 속성 Fn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추리이다.116) 다

시 말해, 유추는 엄격한 증명일 수는 없고 개연적이거나 가능성으로서의 결론을 

추리해 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추의 개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거나 혹은 

개연성이 높은 유추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의 수와 다양성,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 측면, 유사성과 결론 간의 관련성, 반대유추의 가능성, 주장의 건전성 등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117)

수사학에서 유추란, 이미 알고 있는 사안에서 도출된 결론을 새롭지만 이 사안

과 유사한(비교 가능한) 사안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유추추론ᆞ유

비추론ᆞ유추논증이라고도 한다. 수사학의 유추는 어떤 특정한 사안과 비교 가능

한 사안에서 도출된 내용이 그 특정한 사안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되곤 한다.118)

2. 연역과 귀납의 혼합으로서의 유추

위 예에서 본 것처럼 유추는 얼핏 특정한 개별적 사례에서 곧바로 다른 개별

적 사례로 추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잠재적인 구조는 이처럼 간단하

지 않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119)

F: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얻는, 사계절과 낮과 밤 그리고 대기를 갖는 혹성이다.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얻는, 사계절과 낮과 밤 그리고 대기와 그 표면에 유기

생명체를 갖는 혹성이다.

R: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얻는…모든 혹성들은 그 표면에 유기생명체를 갖는다.      

E: 화성은 그 표면에 유기생명체를 갖는다.

116) 김광수, “비판적 사고론,” 철학연구 58 (2002): 28.
117) Irving M. Copi and Carl Cohen, 논리학입문, 제10판, 박만준ᆞ박준건ᆞ류시열 (서울: 經文社, 

2000), 453, 457–63.
118) 김성룡,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법철학연구 12, no. 2 (2009): 376, 각주 6.
119) 이하 예는, Arthur Kaufmann, 법철학, 김영환 역 (파주: 나남, 2007), 188에서 따옴.



98

위 예의 유추에서 화성의 표면에도 유기생명체가 있다는 결론은 (이 유추에서 가

정적인) ‘자연의 생기과정의 법칙성’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규칙을 거쳐 내려진 것

이다.120) 만약에 이러한 법칙성을 전제하지 않고서 단순히 지구로부터 화성 표면

에 유기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처럼 유추의 이면에는,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통해 개별적인 것으로 추론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유추는 사례로부터 규칙을 거쳐 결과로 추론하는 형식이다.

이처럼 유추는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형태이다. 일찍이 

카우프만(A. Kaufmann)은 유추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추는 귀납과 마

찬가지로 사례로부터 출발하지만, 연역과 마찬가지로 결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추는 단순한 사례비교

가 아니라 제삼의 비교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는 연

역과 같이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납과 같이 종합적인 것이 된다. 유추

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지만, 단지 가정적 기반에서만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는 불안하고, 모험적이며 위험하다.”121)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유추추론 대신 언제나 역추론도 논리적으로 가

능하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122)

F: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얻는, 사계절과 낮과 밤 그리고 밀도 X의 대기를 

갖는 혹성이다.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얻는, 사계절과 낮과 밤 그리고 밀

도 XYZ의 대기를 갖고 있고 그 표면에 유기생명체를 갖는 혹성이다.

R: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을 얻는…그리고 밀도 XYZ의 대기를 갖는 모든 혹성들은 그 

표면에 유기생명체를 갖는다.                                                 

  E: 화성은 그 표면에 어떠한 유기생명체도 갖지 않는다.

이 유추에서는 앞서 보았던 예와는 달리 화성의 표면에 유기생명체가 없다는 결

론이 내려졌다. 여기에서는 대기의 밀도가 유기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R 참조). 따라서 이 역추론(반대유추)은 유사하지 않은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물론 그 정도는 다르지만, 서로 유

120) Kaufmann(주 119), 188.
121) 이하 설명은, Kaufmann(주 119), 187을 따름.
122) 이하의 예는, Kaufmann(주 119), 188에서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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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거나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측면을 비교점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남

는다.123)

II. 유추의 세 유형124)

1. 제1유형: 예에 의한 유추

첫 번째 유형의 유추는 동일한 상위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 사례들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형태의 추론이다. 이러한 유사성 판단은 일상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

되는 종류의 유추이다. 이러한 형식의 유추는 두 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취급

을 하여도 좋을 만큼 두 사례가 유사하다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개의 개별체들(particulars)이 동일한 용어(term)에 속하고 그 중 하나가 알려

져 있는 경우, 부분으로부터 부분으로의 추론”이라고 말한 ‘예에 의한 추론’이 바

로 이 유형에 속한다.125) 다시 말해, 두 개의 특정개체가 동일한 종류에 속하고 그 

중 한 개체가 알려져 있다면 그로부터 다른 개체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추론할 수 있다. 

2. 제2유형: 귀납에 의한 유추

두 번째 유형의 유추는 귀납적 추론의 형태로 나타난다.126) 예컨대, 어떤 사람

이 과거에 특정 회사의 자동차가 신뢰할 수 있다고 알게 되면 같은 회사의 다른 

자동차들도 믿을 만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는 미대생이 어떤 화가의 작품들에 

푸른색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화가가 그린 다른 그림들에도 

123) Kaufmann(주 119), 189.
124) 윈터는 유추를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세 유형의 분류와 설명은 기본적으로 CF, 223–25를 따름.
125) CF, 225.
126) CF,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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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부족한 

기초자료로부터 과학적 귀납추론을 조악하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추론의 결론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증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유형의 유추에는, 

관찰한 사례들의 유사성이 그 사례들이 속하는 상위범주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속성이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므로 그 유사성이 그 대상의 본질적

인 속성이 아닌 한 추론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귀납추

론에 대해 전통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이다.

3. 제3유형: 관계적 유추

세 번째 유형의 유추는 어떤 대상들 간의 관계를 다른 대상들 간의 관계와 비

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127) 예를 들면, ‘어머니와 젖먹이 아이’의 관계는 ‘어미 소

와 송아지’의 관계와 비교될 수 있다. 이 유형의 유추가 유추를 뜻하는 영어단어 

‘analogy’의 그리스어 어원인 ‘analogos(비율, proportion)’의 관점에 가장 잘 부합하

는 형태이다.128) 유추는 고대에는 특히 수학적 의미에서의 비례나 균형을 뜻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유형의 유추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A is to 

B as C is to D).”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A와 B는 ‘주제(theme)’이고 C와 D는 ‘준

거치(phoros)’이다. 

이 유형의 유추에서 주목할 점은 주제와 준거치 간에 반드시 정의적인

(definitional) 대칭성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다만 두 항 간에는 준거치

에 관해서 알고 있는 관점에서 주제를 명료하게 만들거나 주제의 구조를 밝히고 

평가하기 위한 맥락에서의 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129) 즉, 준거치는 주제와 

다른 영역에 속할 수 있다. ‘어머니와 젖먹이 아이’ 그리고 ‘어미 소와 송아지’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대칭성을 가진다. 또는 ‘의자와 가구의 관계는 고양

127) CF, 224.
128) Chaim Perelman, The Realm of Rhetoric, trans., William Kluback (Notre Dame, IN: Univ. 

of Notre Dame Press, 1982), 114.
129) Perelman(주 1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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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물의 관계와 같다’라고 한다면, 두 관계 항은 하위범주와 상위범주의 포함

관계에서 대칭성을 가진다.

4. 세 유형의 유추 사이의 관계

윈터는 예에 의한 유추(제1유형)와 귀납에 의한 유추(제2유형)는 동일 범주 구

성원 간의 유사성 비교라는 점에서 사실상 같다고 본다.130) 왜냐하면 이 두 유형

은 모두 공통적인 속성에 따른 분류체계인 범주를 전제로 그 범주에 속하는 구성

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유추를 다루기 때문이다. 결국 제1유형의 유추와 제2유

형의 유추의 차이는 준거치로 사용된 사례수의 차이일 뿐이다. 잘 알려진 사례(들)

의 어떤 특징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에도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그 속성이 두 사례를 동일한 상위 범주로 포섭하게 만드는 필요조건이어야 

한다.131) 이러한 추론과정은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공통의 범주로 포섭시키는 합

리주의적인 범주화의 과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범주 소속의 필요조건으로서 공

통속성이라는 것이 이 유형의 유추에서 ‘비교 관점’을 이룬다.

관계적 유추(제3유형)는 제1ᆞ2유형의 유추와 달리 창의적이고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다. 앞에서 언급한 ‘어머니’, ‘젖먹이 아이’, ‘어미 소’, ‘송아지’에 관해서는 

모두가 동물이라는 정도의 동일한 상위범주가 떠오를 뿐이다. 또한 ‘의자’, ‘가구’, 

‘고양이’, ‘동물’의 예에서 주제에 해당하는 의자ᆞ가구와 준거치에 해당하는 고양

이ᆞ동물을 연결할 수 있는 동일한 상위범주로는 사물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범주 

정도만 떠오른다. 이러한 범주들로부터 어떤 유사성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제와 준거치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별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범주를 넘어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132)

130) CF, 225.
131) CF, 225.
132) CF,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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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축약된 유추로서의 은유

페렐만(Ch. Perelman)은 은유도 주제와 준거치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축약된 

유추(condensed analogy)’라고 보았다.133) 이때 유추는 주제와 준거치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제3유형의 유추에 해당한다. 은유는 ‘A와 B의 관계는 C

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유추에서 일부만을 취한 것이다. 즉, ‘D의 A’나 ‘B의 C’, 

또는 ‘A는 C’라는 식이 은유인 것이다.134)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생

에 있어 노년기는 하루에 있어 황혼과 같다.”라는 유추에서 ‘인생의 황혼’이나 ‘노

년기는 황혼’이라는 은유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A는 C’라는 은유를 접했을 때, 

단순히 A와 C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A와 C 사이에 있는 유추의 구

조를 재구성하고 빠져있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이 은유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은유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형태로 더욱 축약

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135) 용맹한 용사를 가리켜 ‘용맹한 사자’라고 표현하는 예

가 바로 이런 축약된 은유이다.

페렐만은 은유적인 융합이 유추의 주제 영역을 준거치 영역에 유사하도록 만

드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융합은 유추보다 주제와 준거치 간에 보이지 

않은 왕복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36) 은유는 반복을 통해서 그 

은유가 은유였다는 사실조차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진부해지기도 한다. 흔히 이러

한 은유를 ‘죽은 은유(dead metaphor)’나 ‘휴면 은유(dormant metaphor)’라고 한

다. 이러한 진부하고 습관적인 표현방식으로부터 논증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독

자들은 그 친숙한 표현이 가지는 유추적 측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이 마치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137)

은유도 축약된 ‘유추’이기 때문에 ‘비교 관점’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어떤 관점에서의 원천영역을 찾을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논증을 ‘생각의 사

133) Perelman(주 128), 114–25.
134) Perelman(주 128), 120.
135) Perelman(주 128), 120.
136) Perelman(주 128), 121.
137) Perelman(주 12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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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chain of ideas)’로 표현하여 논증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논증에서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그 논증이 무너지고 논증의 강도는 사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다.138) 반면에 그러나 우리가 유추의 준거치를 ‘사슬’

이 아니라 ‘직물(cloth)’로 바꾼다면 우리는 낱낱의 실보다 직물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논증 전체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적 생각들에도 투사하게 될 것이다.139)

은유와 유추를 같은 인지적 과정으로 보는 페렐만의 견해는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잘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살펴보겠다. 유추

는 어떤 대상(주제)을 다른 대상(준거치)의 관점에서 조망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또는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하는 추론이다. 은유도 역시 어떤 대상(목표)의 한 측

면을 다른 대상(원천)의 측면으로 등치시킴으로써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유추와 은유는 어떤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관점을 만들

어 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페렐만의 설명은 그가 수사학 관

점에서 유추와 은유를 다루기 때문에 명제적으로 표현되는 유추와 은유에 국한된

다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유추와 은유라는 인지적 과정에

서 명제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부분적일 뿐이다. 인지적 관점에서 

유추와 은유는 우리가 사고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기에 그 과정의 상당 부분은 무

의식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은유와 유추에 관한 페렐만의 설명은 은유와 유추의 

인지적 과정에 관한 온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인지적 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과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IV. 법적 추론에서의 유추

지금까지 유추의 일반적인 의미와 윈터가 말하는 유추의 세 가지 유형 그리고 

은유와 유추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윈터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 추론에서의 

유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38) René Descartes, Rules for the Direction of the Mind, trans. L. J. Lafleur (Indianapolis, Ind.: 
Bobbs–Merrill, 1961), 25–26, Perelman(주 128), 122에서 재인용.

139) Perelman(주 12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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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추에 관한 합리주의적 견해

국내 법학계에서는 유추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거나 유추라는 추론의 존

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없다. 그러나 미국 법학계에서는 유추 자체를 배격

하려는 태도도 상당히 강하다. 유추가 전제를 결론에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론의 유형이 아니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140) 또 다른 학자는 법에서의 

유추적 추론은 유사점과 차이점에만 기초하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힘도 없고 

그래서 일종의 환영(幻影)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141) 웨인레브(L. L. Weinreb)는 

미국 법학계에서 유추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는 유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142) 유추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한 예에서 다른 예를 유추하기 위

해 필요한 일반적 원칙이 제대로 진술되지 않기 때문에 유추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유추에 대한 부정적인 중론은 학계에 팽배한 것이

며 막상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143)

앞서 살펴본 유추의 유형 중에서 예에 의한 유추(제1유형)와 귀납에 의한 유추

(제2유형)에서는 유추가 고전적인 범주론의 문제, 즉 필요충분적 속성의 집합으로

서의 범주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두 형태의 유추는 모두 범주화가 공통속성

에 따른 분류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으로부터 추론 구조를 도출한다. 다시 말해, 여

140) Richard A. Posner, The Problems Of Jurisprudence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 Press, 1990), 93; Richard A. Posner, Overcoming Law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95), 521은 “유추는 우리가 법적 통치를 위해 고려할 만한 후보를 제시한다. 그리
고 이는 공포와 갈망과 같은 정서가 우리의 사고를 특정한 채널로 몰아가는 것처럼 가치 있는 기
능이다.”라고 한다.

141) Larry Alexander, “Bad Beginnings,” U. PA. L. REV. 145 (1996): 86 n.96. 이와 유사한 견해
들로는 Melvin A. Eisenberg, The Nature of the Common Law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 Press, 1988), 83 (유추는 선례와 원칙에 의한 추론과는 다름); Neil 
MacCormick, Legal Reasoning and Legal Theory (Oxford: Clarendon, 1978), 186 (유추는 그 기
저에 원칙이 있을 때에만 가능함); Peter Westen, “On “Confusing Ideas”: Reply,” Yale L. J. 
91 (1982): 1163 (두 사례가 법적으로 유사하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례를 동일한 것
으로 만드는 법적 규칙이 필요함). Ronald M. Dworkin, “In Praise of Theory,” Ariz. St. L. J. 
29 (1997): 371 (이론 없는 유추는 맹목임. 유추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지,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이 아님. 결론에 도달하는 길은 이론임.)

142) Lloyd L. Weinreb, Legal Reason: The Use of Analogy in Legal Argument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05), 10. 

143) Weinreb(주 14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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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사례 A와 사례 B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두 사례는 

특정한 속성을 공유한다는 잠재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특히 코먼로 체계 

안에서) 법률가들은 이와 같은 유형의 유추를 주로 사용하고, 사례들이 동일한 법

적 범주에 속한다는 징표로 사례 간의 유사성을 취한다.144)

법적 추론에서의 유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유추의 명제적인 측면에 집

중하는 경향이 있다.145) 윈터는 이러한 접근법을 취한 대표적인 학자로 선스틴(C. 

Sunstein)을 예로 들고 있다. 선스틴은 자신의 논의를 대략 명제적인 유추적 추론

에 한정시키면서 유추의 특징을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에 대한 요구로 보았다.146) 

그는 법에 있어서의 유추를 다음의 5단계로 형식화한다.147)

(1) 사실 패턴 A–원천 사례–는 일정한 특성들을 가진다. 그 특성들을 x, y, z라 부르자. 

(2) 사실 패턴 B–목표 사례–는 특성 x, y, a 또는 특성 x, y, z, a를 가진다.

(3) A는 법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4) A와 B 그리고 그 둘의 상호관계를 통해 사고과정에서 창조되거나 발견된 어떤 원칙은 

A가 왜 그런 식으로 다루어지는지 설명해준다. 

(5) B가 A와 공유하는 것 때문에 B는 A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동일한 원칙이 B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설명은 유추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해지는 비판, 즉 어떤 두 사례가 수

많은 방식으로 같거나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떻게 두 사례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판단자가 비교의 기준이 

되는 사례를 법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근거(원리)를 미리 알지 못한다면 

해결해야 할 사례가 그 원천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판

단자가 이러한 원리를 모른다면 언제라도 역추론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앞에서 

다루었던 ‘화성과 지구 간의 유추’ 참조).

144) CF, 225.
145) Kent Greenawalt, Law and Objectiv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2), 200은 유추가 

일반적인 명제들로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과 대조적으로, A. Kaufmann의 
유추론은 유추를 이해와 해석의 문제로 다루면서 보다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 이에 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살펴본다.

146) Sunstein(주 107), 201, n. 3.
147) Sunstein(주 10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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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스틴의 설명은 정책과 원칙으로부터의 추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 유

추 단계 (4)에서 ‘창조되거나 발견된 어떤 원칙’은 사례들로부터 도출되는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준거치 사례의 기저에 있는 정책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서는 그 

사례로부터 다음 사례를 유추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148) 이러한 비판에 대

해 선스틴은 정책 추론만이 법적 판단 및 의사결정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당

해 사안의 법적 판단이 다른 사례들의 법적 판단 또는 가정적 판단들과 일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단과정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항

변한다.149)

윈터는 선스틴의 5단계 공식대로 유추가 진행되려면 두 사례를 뒷받침하고 일

관되게 다룰 수 있는 원리가 먼저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150) 왜냐하면 이러한 

원리 없이는 한 사례에서 다른 사례를 추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스틴도 사례들

은 서로 수많은 방식으로 같거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들이 서로 유사

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사성을 담보하는 어떤 원리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

야 함을 인정한다.151) 두 사례가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우선적으로 원리가 

필요하다면, 선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유추가 어떻게 원리를 찾는 데 실질적인 도

움이 될 수 있겠는가? 윈터는 추론자들이 유추의 참조점(즉, 비교 관점)을 제공하

는 정책이나 원리에 대한 인식 없이 사례의 어떤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지 알 수 있겠는지 반문한다.152) 다시 말해, 선스틴의 유추론은 유추의 핵심인 비

교 관점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윈터의 인지적ᆞ비명제적 유추론

윈터는 유추를 인지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유추에 관한 합리주의적 관점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유추에 관한 윈터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148) Sunstein(주 107), 97.
149) Sunstein(주 107), 97.
150) CF, 226.
151) Sunstein(주 107), 91. 
152) CF,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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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다.153) 첫째, 유추는 명제적이지도 않고 합리주의적 범주화에 의존하

지도 않는다. 둘째, 유추는 은유와 마찬가지로 개념적 사상(寫像)이다. 셋째, 유추

는 이미지 도식,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의 관점에서 두 사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즉, 유추는 범주화의 과정과 동일한 상상적인 인지과정으로 이루어진

다.154) 넷째, 법에서의 유추는 관계적 유추(제3유형)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윈터의 유추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추의 작동기제로서의 개념적 사상(寫像)

사상되는 공통점과 차이점. 유추는 분리된 영역들 사이를 개념적으로 연결하는 

사상(寫像)으로 이루어진다. ‘개념적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제2장(‘개념적 은유’)에

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유추에서 

사상되는 것과 사상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개념적 사상과 관련하여 인지심리학자인 마크먼(A. B. Markman)과 겐트너(D. 

Gentner)는 공통점, 조절 가능한(alignable) 차이점, 조절 불가능한 차이점을 구분

한다.155) 공통점은 사상된 요소들 간의 공유된 특질이고, 조정 가능한 차이점은 사

상된 요소들 간의 차이점, 조정 불가능한 차이점은 사상되지 않은 요소의 차이점

을 말한다.156) 예를 들어, 젖먹이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송아지와 어미 소의 관

계에 사상된 경우, 양육관계는 공통점이고,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 소와 아

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조정 가능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소와 관련된 다

른 요소들(생김새, 보행방법, 외양간 등)은 조정 불가능한 차이점에 포함된다. 유추

적인 사상의 효과는 우리의 주의를 공통점과 조정 가능한 차이점으로 끄는 힘이

153) CF, 227–28.
154) CF, 227–28.
155) A. B. Markman and Dedre Gentner, “Structural Alignment During Similarity 

Comparisons,” Cognitive Psychology 23 (1993): 431–67; Dedre Gentner and A. B. Markman, 
“Structure Mapping in Analogy and Similarity,” American Psychologist 52, no. 1. (1997): 45.

156) Keith J. Holyoak, “Analogy and relational reasoning.” in The Oxford Handbook of Thinking 
and Reasoning, ed. Keith J. Holyoak and Robert G. Morris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12): 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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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유추적 사상을 통해서 비교되는 대상들의 어떤 요소들은 

부각되고 다른 요소들은 은폐된다고 말했다.157) 

사상되는 관계: 이미지 도식, 은유, 환유, 이상적 인지모형. 윈터는 유추에서

의 사상은 이미지 도식, 은유, 환유, 이상적 인지모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원자는 작은 태양계이다.”라는 표현은 원자 구조의 특성을 축약적으로 잘 드

러낸다. 페렐만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A는 B’라는 은유로 표현된 이 문장은 축약

된 유추이다. 이 문장은 “원자를 이루는 원자핵과 전자들의 관계는 태양계를 이루

는 태양과 행성들의 관계와 같다.” 정도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 유추는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과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의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유추는 원천영역에서 획득된 지식을 다

른 목표영역으로 사상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원천영역의 대상물에 적용되는 관계

체계가 목표영역의 대상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58) 이 사례의 

구조적 사상은 이미지 도식, 즉 ‘중심–주변’ 도식이다.159)

앞에서 언급됐던 “의자와 가구의 관계는 고양이와 동물의 관계와 같다.”라는 

유추에도 이미지 도식의 사상이 구축된다. 기본층위 범주에 속하는 의자와 고양이

는 각각 가구와 동물이라는 범주의 하위범주이고 그 원형적인 예이다. 이때 의자

와 가구의 관계와 고양이와 동물의 관계는 ‘부분–전체’ 도식(일종의 ‘포함’ 도식)으

로 동일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범주들을 가로질러 정확히 병렬적으로 

사상될 수 있는 것이다.160) 

위 두 가지 예에서는 이미지 도식(‘중심–주변’ 도식과 ‘부분–전체’ 도식)이 사상

의 기제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전형적으로 관계적 유추(제3유형)에서의 관계(즉, 

‘is to’)는 이미지 도식적이다. 이때 사상되는 전형적인 관계는 원천영역과 목표영

역에 속하는 각각의 대상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병렬적인 ‘부분–전체’ 관계 또는 

157) Lakoff 등(주 23), 31–36. 
158) Dedre Gentner, “The Mechanisms of Analogical Learning,” in Similarity and Analogical 

Reasoning, ed. Stella Vosniadou and Andrew Ortony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89), 199, 201.

159) CF, 228.
160) CF,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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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부분’ 관계이다.161) 사상된 ‘부분–전체’ 관계는 이미지 도식에 의해서 구조화

될 수 있다.

구조적 사상은 이미지 도식 외에도 은유, 환유, 이상적 인지모형으로도 이루질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162) “야망은 가면을 쓴 탐욕이다.”라는 (축약된) 

유추에는 탐욕을 야망에 투사하는 은유적 관계가 사용되었다. “의자와 가구의 관

계는 고양이와 애완동물의 관계와 같다.”라는 유추에서는 ‘부분–전체’ 도식 외에도 

의자가 가구를 대표하고, 고양이가 애완동물을 대표하는 환유적 관계도 사상되는 

것이다. 또한 유추는 이상적 인지모형의 요소들 사이의 인과적인 관계처럼 범주 

내의 개념적 관계를 사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외교정책 상황을 ‘또 다른 뮌

헨’이나 ‘또 다른 베트남’으로 묘사하는 것은 현재 상황(목표영역)에서 실행한 양

보나 개입의 결과를 과거의 역사적 상황(원천영역)에서 있었던 외교정책결정과 그

에 따른 결과들의 인과관계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외교정

책결정과 그 결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2) 상상적인 인지과정으로서의 유추와 범주화

윈터는 유추가 범주화의 인지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따라 진행된다고 본다. 우

리가 유추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적 인지모형에 바탕을 둔) 우리의 범주 구조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의존한다.163) 범주들은 인지적 효율성, 체험적 규칙성, 실용

적 필요에 의해 동기부여 된 개념적 관계들을 구성한다. 이러한 개념적인 관계들

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범주 구조에 의해서는 제공되지 않는 통

찰이나 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교차범주적인 비교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그것이 

바로 유추이다. 결국 범주와 유추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고전적 유추에 

의해 사상된 개념적 관계는 동시에 범주를 형성할 수 있다. ‘산머리’, ‘산허리’, ‘산

161) CF, 229–30.
162) 다음의 예들은 CF, 230을 따름.
163) Mark Turner, “Categories and Analogies,” in Analogical Reasoning: Perspectiv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Science, and Philosophy, ed. David H. Helman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8), 3.



110

등’ 등과 같은 합성어는 지형과 신체구조 사이에 형태적인 유사성을 교차 범주적

으로 사상하면서, 동시에 ‘산의 부분들과 산 전체의 관계’와 ‘신체의 부분들과 신

체 전체의 관계’라는 ‘부분–전체’의 이미지 도식적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언어적 

범주의 예이다. 또한 의자–가구/고양이–애완동물 유추에서는 ‘부분–전체’ 관계를 사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상위범주의 원형이라는 대표성에서도 유사성을 찾

을 수 있다. 터너(M. Turner)는 범주와 유추는 단지 고착화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다164) 유추는 특정한 범주 구조들을 확립시키거나 기존의 범주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165)

유추를 개념적 사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지적이고 비명제적인 추론과정으로 

본다면, 앞서 구분했던 세 유형의 유추는 모두 단일한 인지과정의 다른 측면을 보

여주는 예들이다. 우리는 제1유형과 제2유형에 해당하는 유추가 동일한 범주에 속

하는 구성원 간의 속성 비교라는 점에서 동일한 형태의 유추라는 점은 이미 보았

다. 윈터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 간의 속성 

비교도 결국 관계적 유추의 한 예라고 평가한다.166) 

유추는 결국 우리의 개념체계 안에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연결을 강조하는 

(속성이든 관계든) 개념적 사상으로 재정의 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다. 어

떤 사람이 아이패드(A) 한 대를 사용해 보고 그 아이패드의 운영체제가 안정적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른 친구가 사용하는 같은 모델의 아이패드(B)도 운영체

제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추리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유추는 아이패드(A)의 

운영체제 안정성이라는 속성을 생김새와 작동방식 등에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

는 아이패드(B)에 사상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추는 두 대의 

아이패드가 동일한 아이패드 모델에 속하고 운영체제의 안정성이 그 모델의 속성

이라는 생각에 기초할 수 있다. 이때 사상되는 것은 ‘부분–전체’ 관계(즉, ‘범주 구

성원–전체 범주’ 관계)이다. 이처럼 유추는 여러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규정은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유추의 핵심은, 동일한 범주 내에서도 

기준적인 유사성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오직 확률적인 진리에 불과하다는 

164) Turner(163), 5.
165) Turner(163), 5.
166) CF,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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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암묵적 인식이다. 두 대의 아이패드가 애플사의 패드라는 것은 자명하

지만, 두 아이패드의 운영체제가 모두 안정적이라는 추론은 범주적인 연결로 확립

되기 전까지는 경험을 통한 반복적인 검증이 요구된다.167)

167) CF,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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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적 추론에 대한 윈터의 인지적 분석

제4장에서는 사고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지적 기제들인 개념적 

은유, 이미지 도식,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러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윈터(S. L. Winter)가 실제로 수행하였던 법적 추

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법규범에 반영된 이상적 인지모형

I. 거짓말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과 위증(僞證)

1. 언어와 이상적 인지모형

윈터는 범주화에 관한 레이코프(G. Lakoff)의 이상적 인지모형을 수용하고, 이 

모형으로 법적 추론의 여러 현상을 분석한다. 그는 이상적 인지모형이란 사건, 사

람, 물건, 그리고 체험의 게슈탈트 구조의 특징적인 관계를 조직화하는 통속 이론

(folk theory) 또는 문화적 이해라고 평가한다.1) 이상적 인지모형은 ① 범주적이고 

개념적인 구조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추상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 ② 

방사형 범주의 복잡성을 더 잘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이다.2)

제4장에서 이상적 인지모형이 언어에 반영된 예들을 살펴봤다. 특정한 단어의 

사용은 그 단어와 관련된 인지적 모형들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킨다. 이때 주목할 

1) Steven L. Winter, A Clearing in the Forest: Law, Life, and Min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1), 88 [이하, CF].

2) CF,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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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인지적 모형들의 활성화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따

라서 인지적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일상적인 용례들을 면밀히 분석함

으로써 다양한 용례들 뒤에 숨겨진 공통된 가정들과 상이한 가정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야 한다.

관습적인 은유적 표현, 속담 등은 인지적 모형을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

기도 하다. 일찍이 비유적 표현들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홉스(T. 

Hobbes)는 진리 탐구에 있어서 비유나 속담처럼 비일관적인 진술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3) 그런데 이상적 인지모형에 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속담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왜냐하

면 한 가지 개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상적 인지모형들이 존재하고 이 모형들은 

복합적으로 개념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은유적 표현, 속담, 경구 등은 주제와 

관련된 모든 이상적 인지모형들을 망라하기보다는 그 주제의 특정한 측면과 관련

된 이상적 인지모형을 부각시키고 나머지 측면들은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다. 인지

적 관점에서 보면, 비유적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는 홉스의 불만은 아마도 진리에 

관한 인지적 모형은 단일하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연방법률 제18편 제1621조와 거짓말의 이상적 인지모형

윈터는 위증(僞證)을 규율하는 규정을 인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법규범에 

거짓말에 대한 이상적 인지모형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4) 위증죄를 규율하는 

미국연방법률 제18편 제1621조는 선서를 한 증인이 법원에서 중요한 사실에 관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진술을 한 경우를 위증이라고 규정한다.5) 이 규정에 

3) Thomas Hobbes,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진석용 역 (파주: 나
남, 2008), 제1부 5장.

4) CF, 300.
5) 18 U.S. Code §1621–Perjury generally: “Whoever … willfully subscribes as true any materi-

al matter which he does not believe to be true … is guilty of perjury and shall,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by law,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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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진술의 사실적 허위성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이는 우리 형법 제

125조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과도 일치한다. 우리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위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다.6)

윈터는 위증죄를 규율하는 미국연방법률 제18편 제1621조에 거짓말의 이상적 

인지모형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7) 콜먼(L. 

Coleman)과 케이(P. Kay)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거짓말

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사실적 허위성은 가장 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화자가 가지는 신념의 허위성은 거짓말의 원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만의 

의도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8) 스윗서(E. Sweetser)는 이들의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거짓말의 이상적 인지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였다.9) 거짓

말 개념은 대화 및 지식과 관련된 기본적 기대를 반영한 두 가지 이상적 인지모

형과 관련되어 이해된다. 첫 번째 이상적 인지모형은 대화란 도움이 되려는 의도

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가정이다. 두 번째 이상적 인지모형은 우리가 ‘아는’ 것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정당한 믿음이라는 

인식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이상적 인지모형은 그리스(P. Grice)가 제안한 화용론

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스는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 지켜야 하는 ‘협력 원칙’을 제시하였다.10) 이 원칙에 따르면, 의사소통 참여

자들은 ①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거나 적절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

지 않아야 하고, ②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고, ③ 의사소통의 목적과의 관련성을 유지해야 하고, ④ 명확하고 간결하며 질서 

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7) 이하 설명은 CF, 297–300을 따름.
8) Linda Coleman and Paul Kay, “Prototype Semantics: The English Verb Lie,” Language 57 

(1981): 43.
9) Eve Sweetser, “The Definition of Lie: An Examination of the Folk Models Underlying a 

Semantic Prototype,” in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 ed. Dorothy Holland and 
Naomi Quin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7), 43-66.

10) Paul Grice, “Logic and Conversation,” i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ed. P. Cole 
and J. Morgan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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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 결국 거짓말은 이러한 인지모형들에 반영된 사회적 

기대와 이해를 위배한 진술이다. 스윗서의 모형에 따를 때, 진실은 믿음을 수반한

다. 어떤 진술이 거짓말인지 여부는 사실적인 허위성이 아니라 주관적 허위성에 

따라 결정된다. 즉 거짓말은 화자가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 

주관적 허위성은 대화 상황에서 화자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는 규범적 가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범주는 원형적인 거짓말

을 중심으로 ‘농담’, ‘허구’, ‘하얀 거짓말(white lie)’ 등의 다양한 변이들로 확장되

는 방사형 구조를 가진다. 윈터는 이러한 이상적 인지모형이 미국연방법률 제18편 

제1621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II. Bronston v. United States 사건 분석

윈터는 거짓말의 이상적 인지모형을 바탕으로 Bronston v. United States11) 사건

(이하, Bronston 사건)에 대한 원심과 연방대법원의 판단 차이를 설명한다. 파산심

판에서 브론스톤(S. Bronston)은 채권단 변호인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12)

질문: 브론스톤씨, 당신은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가지고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답변: 회사가 약 6개월 동한 취리히에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문: 당신은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가진 명의자를 두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두었던 적도 있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11) 409 U.S. 352(1973).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뉴욕 소재 영화제작사를 소유한 영화제
작자 브론스톤은 유럽에서 여러 영화를 제작하였는데, 영화 흥행 실패로 영화제작사는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의 영화제작사는 5개국에 37개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채권단의 변호
인은 그에게 스위스 은행에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그는 개인 계좌가 없
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네바의 한 은행에 개인 계좌를 개설했었고, 회사가 파산하기 직전까
지 5년 간 180,000 달러의 거래를 했었고, 회사가 파산하기 직전에 그 계좌를 폐쇄하였다. 이 사
실이 밝혀지자 연방검사를 그를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12) 아래 대화는, 409 U.S. 352, 354 (1973)에서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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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브론스톤이 스위스의 한 은행에 자기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개설했었다

가 폐쇄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연방검사는 그를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원

심은 브론스톤이 위증을 하였다고 판단했다.13) 원심은 그가 파산심판에서 자기명

의 계좌의 존재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회사명의 계좌에 대한 사실만을 말한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의 일부를 은폐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원

심을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사실의 일부만을 말하더라도 그 진술이 문자 그대로

의 사실이라면 위증이 아니라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라

면 브론스톤의 진술로부터 그가 스위스 은행에 자기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

다는 함축을 도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사건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지적하였

다. 연방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위증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기 때

문에 브론스톤은 사실의 일부만을 말했더라도 자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으므로 그의 진술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윈터는 연방대법원이 불합리한 기준을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한다.14) Bronston 

사건에서 원심은 거짓말 개념에 관한 사회적 이해, 즉 이상적 인지모형의 관점에

서 위증죄 조항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통상적으로 어떤 진술이 거짓말

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적 허위성이 가장 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

구하고, 연방대법원은 위증죄 규정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천착하였다. 윈터는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위증죄 규정에 관한 엄격한 해석이 도리어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사실적 허위성이 위증 여부를 가리는 필

요조건이 된다면 증언과정에서 실수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증인은 위증

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어떤 이가 사실과도 다르고 자신의 믿음과도 다른 내용을 상대

방을 오도하려는 의도로 진술한 경우만을 위증으로 보았다. 윈터는 연방대법원이 

Bronston 사건에서 일종의 ‘원형으로의 축소 효과(reduction-to-prototype effect)’ 

때문에 가장 원형적인 거짓말만을 위증으로 보는 환원주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

고 평가한다.15) 이미 살펴본 것처럼 원형효과는 범주화와 의미에 내재하는 목적과 

13) 453 F.2d 555 (2d Cir. 1972).
14) 이하 설명은, CF, 303을 따름.
15) CF,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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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대한 암묵적 지식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현상이다. 그런데 원형적 사례는 

그 현저성(saliency) 때문에 종종 그 사례 자체가 필요충분조건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 이면에 있는 배경적 지식들이 은폐되기도 한다. 그러나 윈터는 원형

적 사례가 비원형적 사례들을 그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근거라기보다는 방사형 범

주를 비원형적 사례들로 확장시키는 기준점이라고 본다.16) 바꿔 말하면, 원형적 

사례는 범주 확장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위증을 원형적 거짓말로 

환원시킴으로써 위증의 맥락과 위증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이 윈터의 비판이다. 연방대법원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브론스톤이 “당신은 

스위스 은행 계좌 하나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 회

사가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위증이 되지만, “회사가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윈터는 연방대법원이 명시적 진술로 이루어지는 원형적 거짓말만을 위증

으로 본 것은 체계적 해석에서도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17) 연방대법원은 위증이 

될 수 있는 ‘진술’을 명시적 발화행위, 즉 작위(作爲)에만 국한한다. 그러나 윈터는 

법의 다른 영역에서 ‘진술’은 작위와 부작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

어, 정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율하는 미국연방법률 제18편 제1001조는 의도적인 

정보 누락이나 은폐도 허위 진술로 규정하고 있다.18) 따라서 브론스톤은 채권단이 

알고자 하는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시키려는 의도로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써 채권단을 오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부작위는 위증과 같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

이다.19) 결국 연방대법원은 상식에 따른 통찰을 등한시함으로써 법적 추론에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20)

16) CF, 306.
17) CF, 307-308.
18) 18 U.S. Code §1001–Statements or entries generally: “[W]hoever … knowingly and willfully … 

conceals, or covers up by any trick, scheme, or device a material fact …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19) 국내의 다수설도 단순한 진술 거부가 위증이 되지는 않지만 “일부 신문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함
으로써 전체로서의 진술내용이 허위로 될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본다[朴在允 編輯代
表, (註釋) 刑法: 各則 2, 第4版, 강원일 집필부분 (서울: 韓國司法行政學會, 2006), 96].

20) CF,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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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적 추론의 패턴에 대한 인지적 분석 

윈터는 법적 추론을 일종의 범주화 과정으로 상정하고, 범주화로서의 법적 추

론 과정에서도 이상적 인지모형과 원형 그리고 방사형 범주 구조가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고 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윈터는 중범죄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right to counsel)가 경범죄 사건, 청소년비행 사건, 수감

자의 치료시설 이송결정 사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취소결정 사건, 아동의 정신

치료시설 입원결정 사건으로까지 인정되어 가는 과정을 방사형 범주 구조의 틀로 

분석한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핵심 사례에서 도출된 필요충분조건

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라면 각각의 확장 사례들은 이 권리에 관한 

법리의 예외일 것이다. 그러나 윈터의 분석에 따르면, 확장 사례들 간에는 유사성

이 별로 없더라도 각각의 확장 사례들과 핵심 사례 간에는 일정한 유사성이 존재

한다. 다시 말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판례들은 상호간 가족유사성

을 띠며 핵심 사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확장되는 범주 구조를 형성한다. 윈터

는 종합적 형량 심사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논지들과 의사결정의 관계를 인

지적 분석이 구체적으로 밝혀준다고 본다. 

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판례들

윈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일련의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법원의 결정 패턴이 방사형 범주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그가 분

석했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① Gideon v. Wainwright, 372 U.S. 335 (1963)(이하, Gideon 사건)은 플로리다 

주에서 절도로 기소된 피고인이 플로리다 주 법원에 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연방수정헌법 제14조를 원용하여 중범

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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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라는 관점에서 피고인의 근본적인 권리라고 인정하였다.

② In re Gault, 387 U.S. 1 (1968)(이하, Gault 사건)은 애리조나 주에서 비행범

죄(delinquency)로 기소된 15세 소년 골트(G. Gault)를 6년 동안 비행청소년의 갱

생을 위한 직업훈련학교(industrial school)에 보내기로 한 애리조나 주 법원의 결

정이 미국연방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었다. 연방대

법원은 이 소년이 직업훈련학교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상당기간 생활하게 될 것과 

그 후에도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현실 등을 고려

할 때, 문제가 된 사안은 중범죄 사건 만큼이나 골트에게 중대한 자유의 박탈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범죄에 적용되는 변호인 선임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스튜어트(P. Stewart) 판사는 반대의견을 내면서, 청소년 법원의 

결정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과 교정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중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변호인 선임

에 관한 권리를 청소년 사건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절차의 재활 측면

이나 비형식적 측면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은 전면적으로 규칙을 적

용하며 경범죄나 소년범의 소송절차에서의 결과가 중범죄 판결의 결과와 얼마만

큼 비교 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③ Argersinger v. Hamlin, 407 U.S. 25 (1972)(이하, Argersinger 사건)은 경범죄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이었다. 플로리다 주 법원은 경범죄(흉기 소지)를 저지른 아거싱거(J. R. 

Argersinger)에게 90일 간의 금고형을 선고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그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다. 아거싱거는 주 법원의 금고형 선고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구금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범죄(misdemeanors) 사건에 경

우에는 배심재판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도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

단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경범죄에 대해 6개월 미만의 구금도 당사자에게는 중대

한 자유의 박탈이고 구금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구금 자체는 당사자의 평판과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범죄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120

전까지는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④ Vitek v. Jones, 445 U.S. 480 (1980)(이하, Vitek 사건)은 수형자를 정신병원에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었다. 네브래스카 주 교도소의 수형자 존스(L. D. Jones)

는 네브래스카 주법에 따라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을 바탕으로 정신병원으로 이

송되게 되었다. 그런데 존스는 이러한 이송과정은 적정한 고지와 청문기회를 박탈

한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라고 연방대법원에 제소하였

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이송절차가 네브래스카 주법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이

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존스는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이송

되더라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

방대법원은 절차의 기술적ᆞ의료적 특성, 수감자의 상대적인 생활불가능성에 주목

하고 심리를 의미 있게 만드는 보조적인 도움이 필요할지를 살폈다. 이때 연방대

법원은 정신과 치료 경력에 따르는 낙인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송 대상자의 의

견을 들어야만 하고 이때 그 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

다.

⑤ Gagnon v. Scarpelli, 411 U.S. 778 (1973)(이하, Gagnon 사건)은 집행유예 취

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다투

어진 사건이었다. 위스콘신 주에서 무장강도 스카펠리(G. Scarpelli)는 징역 15년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7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후 스카펠리는 

일리노이 주에서 절도로 체포되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위스콘신 주 

공공복지국(Department of Public Welfare)은 스카펠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였다. 

그 결과 스카펠리는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스카펠리는 집행유예 

취소 과정에서 자신은 청문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스콘신 주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위스콘신 주는 중범죄에 연루된 스카펠리의 집행유예 취소 처분

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가석방 취소 처분에도 미국연방수정헌법 제14조가 적용

될 수 있다고 한 Morrissey v. Brewer, 408 U.S. 471 (1972) 사건을 원용하여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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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취소 처분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어 취소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집행유예 처분 및 취소 절차의 갱생적ᆞ재활적 특성을 기

준으로 삼고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⑥ Parham v. J.R., 442 U.S. 584 (1979)(이하, Parham 사건)은21) 미성년 아동을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조지아 주에서

는 부모나 후견인의 결정으로 18세 미만 아동을 지역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고, 입원 후 감독관은 일정기간 입원 아동을 관찰하고 진단을 하게 된다. 관

찰 및 진단 결과 그 아동에게서 정신질환의 증거가 발견되면 그 아동은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그리고 5일 이상 입원하게 된 환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요

청에 따라 퇴원할 수 있다. 청구인은 당해 조지아 주법에서 보장하는 부모 및 후

견인의 권리는 남용될 소지가 있고, 대립당사자적 심사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조

지아 주법 규정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

은 조지아 주법에 따라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동을 정신치료 시설에 보낼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부모 또는 후견인의 판

단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 결정이 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와 같은 

‘중립적 사실 판단자(neutral factfinder)’에 의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

다.

II. 원형적 사례로부터의 일차적 확장과 이차적 확장

1. Argersinger 사건(경범죄 사건)과 Gault 사건(청소년 사건)에서는 법적 절차의 

특성(즉 복잡성, 대립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청구인

의 자유가 박탈되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이 두 사건이 중범죄 사건과 유사하

21) 참고로, 이 사건은 尹眞秀, “美國法上 父母의 子女에 대한 治療 拒否에 따르는 法的 問題,” 家族

法硏究 18, no. 1 (2004): 16에도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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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Argersinger 사건에

서 연방대법원은 “선례들의 근거는 피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라면 여하한 

형사재판과도 관련되어 있다.”22)라고 판단하였다. Gaul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delinquent) 것으로 확인되고 수년간 자유를 상실당한 상태

에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소송절차는 중범죄 소추의 심각성에 비견될 만하

다.”23)라고 판시한다.

윈터는 Gault 사건이나 Argersinger 사건과 같은 사례를 핵심 사례로부터의 ‘일

차적 확장’이라고 부른다. 일차적 확장이란, 핵심 사례(여기에서는 중범죄 형사사

건)와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다르지만 핵심 사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들을 명확하

게 드러내는 사례들이다.24) Gaul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청소년사건 사법절차의 

비형식성과 갱생적 목표 그리고 형사적이라기보다는 민사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은 청소년사건 사

법절차가 성인의 중범죄를 다루는 소송절차만큼이나 청소년의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골트는 15세의 소년이었고 6년 동안 비행소년의 

갱생을 위한 직업 훈련 학교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 소년이 그 학교에

서 감찰관이나 주정부직원들에 둘러싸여 생활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비행청소

년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현실(비행 전력이 여러 기관에 보고

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중대한 자유의 박탈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이

다. 또한 Argersing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경범죄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중대

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서 다수의견은 구금은 그 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수감자의 경력과 평판에 악영

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5)

반면에 Vitek 사건과 Gagnon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윈터는 수감자에 대한 이송결정이라는 행정절

차가 쟁점이었던 Vitek 사건을 또 다른 형태의 일차적 확장이라고 평가한다. 이 사

22) Argersinger, 407 U.S., 32.
23) Gault, 387 U.S., 35.
24) CF, 146.
25) Argersinger, 407 U.S.,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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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청구인은 교도소에 이미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체적 자유가 박탈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체적 자유박탈 여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과 중범죄 사건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정신질환 판정에 따른 낙

인화와 강제적인 정신치료 등을 고려하여 대립적 심리가 요구되고, 판정을 위해 

정신감정 등과 같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송결정절차는 복잡성

을 띤다고 판단하였다.26)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복잡하고 대립적인 절차상 청구인

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윈터에 따르면, Vitek 사건에서 문제된 이송결정절차는 형

사재판 절차만큼이나 대립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핵심 사례(중범죄 사건)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27)

윈터는 Gagnon 사건을 핵심 사례로부터의 이차적 확장이라고 평가한다. 이차

적 확장이란, 확장 사례가 중심사례의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 정도가 다

소 약한 경우이다. Gagno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이 기본적으로는 갱

생적ᆞ호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가 보호관찰 취소를 제안하는 순간 그와 청

구인의 관계는 대립적인 것으로 전환된다고 보았다.28) 연방대법원은 보호관찰 취

소 절차에서 증인에 대한 교차심문이 요구되거나 복잡한 서증(書證)의 분석이 필

요한 상황이 되면 청구인의 자기 방어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다.29) 이에 덧붙여 법원은 보호관찰의 취소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조건적 자유에 대한 제한적 박탈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

할지 여부는 보호관찰 취소 결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30)

반면에, 연방대법원은 변호인이 없고 절차도 매우 간소한 아주 예외적인 사건

들의 경우 그 절차의 갱생적인 목적에 집중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

정하지 않는다. Parham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이

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은 자격을 갖춘 의사의 진찰 및 진단에 따른 갱생적이고 

26) Vitek, 445 U.S., 491–94.
27) CF, 147.
28) Gagnon, 411 U.S., 785.
29) Gagnon, 411 U.S., 785.
30) CF,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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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덧붙여 연방대법원은 형식적인 심리가 부모

와 자녀를 대립관계로 내몰아 가족관계와 성공적인 치료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대

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31)

이러한 분석을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사례들은 중대한 자유의 박탈, 절차의 복잡성ᆞ형식성, 절차의 대립성ᆞ고발성이

라는 세 요인을 기준으로 핵심 사례인 중범죄 사건과 부분적으로만 유사하다. 만

약 이 세 요인이 단순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라면 각 사례들에서 연방대법원이 내린 결정의 패턴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다. 

그러나 판례들이 이루고 있는 부분적 유사성을 방사형 범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각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중심사례(중범죄 사건)는 이 범주 구조

에서 원형에 해당한다. 그 원형을 이루는 두 가지 기준은 ‘당사자의 자유박탈 여

부’와 ‘절차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

고 ‘절차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절차의 복잡성(형식성)과 대립성(목적)이다. 대립적인 절차가 복잡

해질수록 그 절차에서 당사자는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일차적 

확장의 사례들은 위 두 가지 기준 중에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차적 확장은 상황에 따라서 위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판례들은 핵심 사례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확장되는 방사형 범

주 구조를 띤다.

31) Parham, 442 U.S.,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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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판례들의 관계

  

사건 사건요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 여부

고려되는 요소들

중대한 자유의 박탈
절차의 특성

복잡성ᆞ형식성 대립성ᆞ고발성

Gideon 사건
핵심

사례
중범죄 사건 ○ ○ ○ ○

Gault 사건
청소년 사건

(비행소년을 시설로 보내는 결정) ○ ○
▪직업훈련학교
▪낙인효과 ☓ ▪비형식적 절차 ☓ ▪갱생적 목적

Argersinger 사건
일차적

확장

경범죄 사건
(6개월 미만 금고형 선고) ○ ○

▪단기 금고형
▪낙인효과 ☓ ▪덜 형식적 절차 ☓ ▪대립적 절차

Vitek 사건
이송 결정

(수감자를 치료시설로 이송) ○ ☓ ▪강제적 정신치료
▪낙인효과
▪비슷한 제약 상태

○ ▪복잡한 절차 ○ ▪갱생적 목적

Gagnon 사건
이차적

확장
집행유예ᆞ보호관찰 취소 결정 △ △

▪조건적 자유
▪제한적인 박탈 △

▪복잡한 절차
 (다양한 복잡성) △ ▪대립적으로 됨

Parham 사건
예외

사례

부모 등의 조치
(자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킴) ☓ ☓ ☓ ○ ▪갱생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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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윈터는 위 판례들 간의 관계 패턴에 대한 구체적 설명력에 있어서 인지적 

분석이 종합적 형량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종합적 형량 심사에서는 공익, 사

익 등과 같이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개입된다. 반면에 인지적 분석은 각 사례

에서 주장되는 논지들과 그 사례에서 실제로 이루지는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구

체적으로 밝혀 준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사건의 범주에 대한 

추론에 있어 중범죄 사례는 인지적 참조점으로 기능한다.32) 인지적 참조점이 되는 

핵심 사례는 중대한 자유의 박탈, 절차의 복잡성ᆞ형식성, 절차의 대립성ᆞ고발성

이라는 세 요인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이다. 법원은 중범죄 사례와 다른 사례들

을 각 요인별로 중범죄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그 사례들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범죄 사례는 다른 

절차들에서 당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의 정도를 평

가하는 일종의 기준점이 된다.

또한 윈터는 사회ᆞ문화적으로 공유된 인지모형이 법의 불확정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의 불확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Vitek 사건

에서 수형자에 대한 이송결정절차는 갱생절차로 여겨지지 않고, Parham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입원결정절차는 대립적ᆞ처벌적 절차로 여겨지지 않는

가?”라고 반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건의 성격규정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비판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인지적 분석은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윈터도 어떤 법관이 Vitek 사건에서의 이송결정절차를 갱생절차로, Parham 사건에

서의 치료시설 입원결정절차를 대립적ᆞ처벌적 절차로 규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

음을 인정한다.33) 실제로 법관들은 사건을 새롭게 규정하고 반대의견을 내기도 한

다. 그러나 윈터는 법관이 사건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법적 

결정이 극단적으로 불확정적이거나 법리가 무한히 조작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34) 법관들은 상급법원, 시민, 변호사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해야만 자신들의 해석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적 제약이 

따른다.35) 결국 법관들은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32) CF, 150.
33) CF, 151.
34) CF, 152.
35) CF,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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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가장 사리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노력은 

개념과 범주들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인지적 관점에서, 개념

과 범주들은 우리의 기대들을 정의하고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확

하다고 판단하는 것, 납득할 만한 것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구성한다.36)

윈터는 Vitek 사건에서 ‘교도소’라는 개념과 Parham 사건에서 ‘부모’라는 개념

의 인지모형이 판사들의 판단에 인지적 틀을 제공한다고 분석한다.37) 교도소에서

의 비자발적 이송결정(Vitek 사건)은 부모에 의한 입원결정(Parham 사건)보다 더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될 것이다. 이와 같은 프레이밍 효과는 판단에 있어서 잠정

적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참조점을 형성한다.38) 교도소 또는 부모라는 인지적 틀은 

복잡한 이상적 인지모형을 통해서 원형효과를 만들어낸다.39) Parham 사건에서 다

수의견처럼 부모가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행위 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모에 대

한 원형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견은 아동학대나 아동유기의 위험성도 

인정하면서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부모의 실제 행위가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40) 다시 말해, 다수의견은 문화적 경험

으로부터 도출된 이상적 가정을 개연적으로만 참인 가정으로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41)

이와 같은 원형효과와 인지모형의 프레이밍 효과는 Gault 사건(청소년비행 사

건)과 Gagnon 사건(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도 발견된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제한

적인 자유의 박탈이 있었다는 점에서 동등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부

모와 함께 지내는 가정에서 소년원으로의 이전이 가석방 상태에서 교도소로의 이

전보다 당사자의 생활여건에 더 큰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Gault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일괄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Vitek 사건과 Parham 사건은 당사자들이 정신치료시설에 입원하게 된다는 점에

서 유사하고, Gault 사건과 Gagnon 사건은 당사자들이 법적 기관의 감독을 받는 

36) CF, 153.
37) CF, 154.
38) CF, 154.
39) CF, 155.
40) Parham, 442 U.S., 602–603.
41) CF,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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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만약 정신치료시설 입원과 그에 따른 낙인화

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권리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면, Parham 사건에 대한 연방대

법원의 판결은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기관의 감독을 받는 상태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권리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Gault 사건과 Gagn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

일 수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당사자들과 소송관계자들의 역할과 관계의 맥락

에서 대립성을 평가하였다고 생각한다면, 각 사건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

은 체계적인 패턴을 띠게 된다. 윈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지 여

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낙인화’, ‘감독’과 같이 고도로 추상화된 개념을 조작함으

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진다

고 설명한다.42)

42) CF,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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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적 추론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에 대한 분석

이 절에서는 NLRB v. Jones & Laughlin Steel Corp 사건에 대한 윈터의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이미지 도식과 개념적 은유가 어떻게 법적 추론을 이끌어가며 법

적 개념들의 의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관해서 알아보자. 이를 통해서 법적 

추론의 상상적 측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 NLRB v. Jones & Laughlin Steel Corp 사건

1. 제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윈터는 이미지 도식과 상상력에 관한 존슨(M. 

Johnson)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미지 도식이 법적 추론을 이끄는 판례

를 분석함으로써 법적 추론의 상상적 측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윈터는 

20세기 미국 법에서 혁신적인 판결로 일컬어지는 NLRB v. Jones & Laughlin Steel 

Corp43) 사건(이하 ‘Jones & Laughlin 사건’)을 분석한다. 윈터는 이 사건에서 휴즈

(E. Hughes) 재판장의 의견이 새로운 개념적 은유를 통해 법적인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Jones & Laughlin 사건의 쟁점은 “여러 외국과의 통상과 각주 간 및 인디언 부

족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것”을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 제2

조 제8절 3항, 즉 ‘통상 조항(Commerce Clause)’이 제조업체와 그 피고용인들과 

간의 노사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휴즈 판사는 지역적 경계를 기준

으로 제조업과 통상을 엄격히 구분하였던 종래의 ‘통상 조항 법리’를 거부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제조업 분야에서의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은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장시킨 중요한 선례가 되

43) 301 U.S. 1 (1937). 이 사건에 대한 인지적 분석은, Steven L. Winter, “Transcendental 
Nonsense, Metaphoric Reasoning, and the Cognitive Stakes for Law,” U. Pa. L. Rev. 137 
(1989): 1105에 처음 실렸고, CF, 286–93에 재수록 되었다. 이하에서는 CF를 기준으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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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판례는 판사가 법 외적인 사회적ᆞ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법을 의

식적으로 재해석한 예이다.

2. Jones & Laughlin 사건에서 철강회사 측은 피고용자들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

고자 했다. 사측은 19세기에 정립된 선례를 근거로 제조업은 통상과 구분되는 영

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조업은 제한

된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지가 소재한 주의 법률만을 적용받고, 

통상은 주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제조업 영역에는 통상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제조업체인 철강회사가 자신의 피고용인들과 

관계를 규율하는 데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윈터는 사측이 제조업과 통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합리주의적인 명제적 논증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한다.44) “제조업은 통상이 아니다.”라는 명제의 기저에는 범주

화를 위한 ‘그릇’ 도식이 자리 잡고 있다. 윈터는 제조업과 통상을 사업의 국지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연방주의의 지정학적 구조와 잘 맞는다고 지적한다.45) 이 

입장에 따르면 어떤 사업은 제조업이든 통상이든 단 하나의 본질을 가지는 것으

로 여겨진다.

반면에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측은, 통상 조항

이 어떤 경제활동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 경제활동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주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노동관계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46) 제조업체인 철강회사의 노사관계에도 적용된

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위원회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에 대한 

기업의 개입의 부작용에 관해 선언하고 있는 전국노동관계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에 대한 기업의 개입이 “(a) 통상 수단의 효율성, 안

정성 또는 작동을 저하시키며, (b) 통상의 흐름 안에서 발생하며, (c) 원자재 또는 

제조되거나 처리된 상품의 통상 경로로부터의 또는 통상 경로로의 흐름에 대해 

44) CF, 287.
45) CF, 288.
46) 29 U.S.C. §§ 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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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며, …… 또는 (d) 통

상 경로로부터 또는 통상 경로로 이동하는 상품 시장을 실질적으로 훼손하거나 

붕괴시키는 정도로 고용과 임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47) 통상에 장애를 주거

나 방해한다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논변에서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측은 기업을 의

인화하였고,48) 철강회사가 원재료를 가공하여 각지로 보내는 것을 혈액을 순환시

키는 심장순환계에 유추하였다.49) 윈터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측의 논변이 ‘통상

의 흐름(Stream of Commerce)’ 은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3. 위와 같은 양측의 주장에 관해 휴즈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주간(州間) 통상을 장애물이나 방해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회의 권한은, 주간 또는 국

제 통상의 흐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래에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다른 원인으로 야기된 부정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원리는,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은 [통상]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절한 모든 

입법을 시행할 권한이며, ……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고려하고 확정하며 그것

에 대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의회의 임무라는 것이다.50)

이 설시에서 알 수 있듯이 휴즈 판사는 의회의 임무가 통상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논증함으로써 연방정부의 더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역할이 인정한다.51)

II. 휴즈의 개념적 은유에 대한 인지적 분석

1. 윈터는 다수의견을 작성한 휴즈 판사가 주간(州間) 통상에 관한 쟁점을 인

47) 29 U.S.C. § 151.
48) 법인(法人)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을 의인화하는 것은 매우 관습적이다.
49) 301 U.S. 1, 27 (1937).
50) 301 U.S. 1, 36–37 (1937).
51) Mark Johnson, 도덕적 상상력: 체험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노양진 역 (파주: 서광사, 2008),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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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관점에서 인식하였다고 평가한다. 위 설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휴즈 판

사가 ‘통상의 흐름’ 은유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윈터에 따르면, 이 사건에

서 휴즈 판사는 ‘통상의 흐름’ 은유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은유를 재구성하고 

정교화 한 것이다. 여기에서 휴즈 판사는 ‘통상의 흐름’ 은유의 기초인 ‘원천–경로–
목표’ 도식을 인식하고, 이 도식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통제를 정당화해 

주는 대안적 은유(즉, 이해방식)의 근거로 사용한다. 이로써 통상에 대한 연방정부

의 역할은 확장된다. 

연방정부의 역할 확장의 근거는 ‘여행으로서의 통상(Commerce As Journey)’이

라는 새로운 은유적 개념이다. 휴즈 판사의 말처럼 만약 우리가 통상을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철광석ᆞ석탄ᆞ석회암의 거대한 이동’52)으로 간주한다면, 여행자로 

의인화된 통상은 그 여정(‘원천–경로–목표’ 도식을 따르는)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지원을 받고 보호될 수 있다고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모형에서 연방정부는 보호

자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여행자(즉, 통상)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과 

장애에 직접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여행자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정부는 

그 여행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노동 분쟁 때문에 일어난 그 [제

조] 작업의 중단은 주간 통상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53) 된다면 연방정부는 

그 노동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휴즈 판사의 은유에 기초한 논변을 요약하

자면, 정부는 여행의 ‘출발점’으로 설정된 철강제조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노사관계

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윈터는 통상의 흐름이라는 은유와 그 기초가 되는 이미지 도식에 대한 휴즈 

판사의 상상적 변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54) ‘흐름’ 은유를 전제한, 통상에 관

한 기존 모형은 통상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다시 말해, 통상이 일종의 흐름이라면 의회의 임무는 그 흐름을 규제하

고 장애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일이 된다. 이에 반해, ‘여행’ 은유를 전제하는 

휴즈 판사의 모형은 의회의 임무를 확장시킨다. 만약 통상이 여행을 하고 있는 사

람(여행자)라면 의회의 임무는 여행길에서 여행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목적

52) 301 U.S. 1, 42 (1937).
53) 301 U.S. 1, 41 (1937).
54) 이하 내용은, CF, 290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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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까지 잘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휴즈 판사의 모형에서 의회는 취약한 여행자

를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미지 도식을 바탕으로 한 휴즈 판사의 의견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법적 개념들의 의미가 그 기저에 있는 동기화적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법적 개

념들의 의미 변화도 법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사회적 관행과 삶의 형식들에 의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55) 이러한 사실은 법적 추론에 대한 상상적 변형이 어

떻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해준다. 휴즈 판사는 정책이나 원칙에 

근거하여 엄격한 명제적 논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유를 바탕으로 자

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이러한 상상적 변형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었던 것인가? 

윈터는 휴즈 판사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운송수단의 발달과 

뉴딜 정책의 실행이 있었다고 분석한다.56)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증기선의 발달과 

철도의 도입 그리고 산업혁명은 통상의 모습을 바꿔 놨다. 이로 인해 주간(州間) 

거래와 주내(州內) 거래 간의 구분은 어려워졌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국지적 제조

업과 주간 통상을 구분하는 것은 1930년대 변화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게 되었다.57) 윈터는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덧붙여 당시 뉴딜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ᆞ정치적 상황도 휴즈 판사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본다. 

당시 법원은 뉴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사회적ᆞ정치적 압력이 있었다.58)

2. 존슨은 Jones & Laughlin 사건에 대한 윈터의 분석이 법적 추론에 대한 상상

적 변형은 개방적이면서도 고도로 제약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 평가한다.59) ‘원천–경로–목표’ 도식을 활용해 은유의 전환을 꾀한 휴즈 판사의 

예는 법적 추론의 상상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60) 존슨은 법적 추론의 핵심이 행위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며, 그 탐색은 개념적 은유와 같은 상상적 수단으로 이루어

55) CF, 259.
56) CF, 292.
57) CF, 293.
58) CF, 291.
59) Johnson(주 51), 405. 존슨은 윈터의 분석이 법적 추론에 관한 것이지만 도덕적 추론의 상상적 

측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한다.
60) 이하 내용은, Johnson(주 51), 408–409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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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상상적 수단들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변형시키는 데(즉, 상황에 대한 새로운 평

가와 그에 따른 대안적 행위를 탐색하는 데)에도 상상적 수단들이 동원된다. Jones 

& Laughlin 사건에서 휴즈 판사의 논변은 당시 미국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은유

적 자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상적이다. 그리고 존슨은 휴즈 판사의 논변을 통

해서 상상력의 실행이 기존의 프레임과 가치에 의해 고도로 제약되고 있지만 그

것들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본다. 휴즈 판사는 

‘흐름’과 ‘여행’이라는 두 은유적 원천이 공유하는 이미지 도식을 정교화 함으로써 

한 은유적 개념을 다른 은유적 개념으로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존슨은 법적 추론의 제약성 못지않게 창조성에 주목한다.61) 휴즈 판사가 보여

준 법적 추론은 기존의 프레임과 가치에 의해 제약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에 

대한 법적 이해나 판단의 방향을 변형시키는 데 창조적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존

슨은 법적 추론의 이러한 상상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도

록 ‘온건하지만 절대로 필수적인 자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상황에 대

한 경험에는 어느 정도 근본적인 불확정성이 존재하고 상황에 대한 다중적인 구

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의 이면에는 절대에 대한 갈구의 좌절이나 그에 대한 냉소

가 있기보다는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윈터의 분석에 대한 존슨의 평가는, “혁

신은 여전히 규칙의 지배를 받는 행동의 형태이다. 상상력의 작업은 무(無)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통의 패러다임들에 이런 저런 방식으로 구속되어 

있다.”62)라는 리쾨르(P. Ricoeur)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3. 법적 추론에 상상적 측면이 있다는 윈터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윈터는 Jones & Laughlin 사건에서 휴즈 판사의 판시내용이 법적 추

론의 상상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존슨의 상상력 

개념을 기초로 삼고 있다. 윈터와 존슨은 은유가 단순히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는 도식에 반대하고 ‘개념적’ 은유는 원천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사상’을 통해 목

61) 이하 내용은, Johnson(주 51), 409-10을 따름.
62)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trans. Kathleen McLaughlin and David Pellau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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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역의 대상을 원천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지적 기능을 수행

한다고 본다. 법철학과 도덕철학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의 판결에서도 법이나 

정의와 같은 추상적 개념들은 종종 단계구조나 균형이라는 원천영역의 관점에서 

이해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윈터와 존슨의 주장은 일응 타당해 보인다. 다만 우

리가 사용하는 추상적 개념들이 모두 은유적인지 여부는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존슨은 법적ᆞ도덕적 추론의 많은 부분이 잘 인식되지 않는 체험

적으로 신체화된 이미지 도식에 기초한다고 해서 모든 의미에 물리적인 기초를 

구성하는 층위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63)

또한 법적 추론에서 상상력이 개방적이면서도 고도로 제약된 방식으로 작용한

다는 점도 수긍할 만하다. 윈터는 법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회적 관행과 

삶의 형식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법적 추론도 사회적 관행과 삶의 형식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존슨도 법적 추론에서 상상력은 기존의 

프레임과 가치에 의해 제약들 받는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상력 자체가 제

약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법적 추론에서 상상력이 제약된 방식으로 작

동하는 것은 맥락이 법적 추론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법적 추론은 특정

한 법적 결론을 정당화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

정이기 때문이다. 설득과 정당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

유하는 개념적 은유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득이나 정당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예술적 표현에서도 상상력이 사회적 관행과 삶의 형식들에 의해 고도

의 제약을 받을지는 의문이다.

63) Mark Turner, “Categories and Analogies,” in Analogical Reasoning: Perspectiv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Science, and Philosophy, ed. David H. Helman (Dordrecht;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8), 39.



136

제4절 법적 유추에 대한 인지적 분석

이 절에서는 유추를 통해서 법적 범주가 확장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윈터가 유추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① 아프리카 수

단의 치안판사들이 설정한 가택침입 판단기준과 ② 친권상실심판절차에서도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Lassiter v.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사건, 그리고 ③ 법무부장관의 외국인 추방정지명령

에 대한 단원(單院)만의 거부권을 규정한 미국연방 이민ᆞ국적법 조항이 미국연방

헌법상 제출 조항과 양원주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hadha 사건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검토한다.

I. 가택침입에 대한 판단기준

1. 윈터는 트와이닝(W. Twining)이 언급했던 아프리카 수단에서의 가택침입에 

대한 판단기준을 유추의 예로 소개한다. 트와이닝은 수단의 치안판사들이 살인사

건에서 가택침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관찰하였다.64) 수단에서는 이와 관련

된 선례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수단의 치안판사들은 수단의 수도인 하르툼

(Khartoum)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에 따라 가택침입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유럽인 거주 지역에서는 실제 주택에 침입하는 행위만 가

택침입으로 해석한다. 둘째, 모슬렘 거주 지역에서는 주택을 둘러싼 정원에 침입

하는 행위도 가택침입으로 해석한다. 셋째,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용 구조물에서 지

붕이 덮인 영역에 침입하는 행위를 가택침입으로 해석한다.

64) 이하 내용은, CF, 231–32를 따름. 수단 법원에 관한 이야기는 트와이닝이 1989. 9. 29.에 마이애
미 로스쿨(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Law)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이다(C
F, 231 n 11). 트와이닝은 1934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58년부터 1965년까지 아프리카 수단에서 교편을 잡았었다(Raymundo Gama, “Interv
iew with William Twining,” (10 January 2010), http://www.ucl.ac.uk/laws/academics/profiles
/twining/ALICANTEINTERVIEW10Jan2010.pdf.



137

유럽인 거주 지역과 모슬렘 거주 지역에서의 판단 기준은 방사형 범주의 예로 

보인다. 실제 가옥에 침입한 경우가 가택침입의 명백한 핵심 사례이고, 이 수준에

서 이루어진 결정은 강력한 원형효과를 나타낸다. 모슬렘 거주 지역에서 침입의 

대상인 가택의 범위를 가옥을 주변부까지 확장한 것은 주거문화의 차이를 반영한 

범주이 확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법원도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거 형태에 따라 침입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ᆞ연립주택ᆞ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

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65)

2. 그런데 상업지역에 관해서 치안판사들이 유추에 의해서 지붕이 덮인 지역만

이 가옥과 유사하다고 내린 해석은 자의적인 것이 아닌가? 인지적인 관점에서 보

면, 치안판사들은 가옥이라는 범주를 비원형적 맥락에까지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66) 분리된 것으로 이해되던 영역들 사이에 개념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유추라면 치안판사들의 과제는 원천영역인 가옥과 목표영역인 상업용 건물 

사이에 개념적 연관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67) 주택이라는 범주의 바탕에는, 주택

은 우리가 편안하게 머무는 일종의 안식처이며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

다는 이상적 인지모형이 있다. 이러한 모형에는, 주택이 안식처 및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조적 특징, 즉 지붕, 기둥, 벽을 갖추어야 한다

는 인과적 관계도 표상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법원도 건물이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68) 또한 같은 취

지에서 대법원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

상 건물”은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

았다.69) 이 구조들 중 지붕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텐트와 같은 임시적인 주거 

6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66) CF, 232.
67) CF, 232.
68)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6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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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생각해 보면 지붕, 기둥, 벽 중에서도 지붕은 주거의 기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요소라는 점은 명백하다. 다시 말해, 지붕은 주택에 관한 인지적 

모형에서 환유적 요소가 된다. 어떠한 집도 지붕이 없이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한다. 치안판사들은 집의 범주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환유를 이용하였다.70) 

이러한 추론 패턴은 환유적 모델의 한 예이다.71) 지붕을 주택의 결정적인 특성으

로 선택한 것은 주택이라는 개념적 구조 내에서 지붕이 원형적 특성으로 기능한

다는 것을 반영한다. 지붕은 원형효과로서 주택을 상업용 구조물로 유추하기 위한 

인지적인 참조점으로 기능한다.72)

II. Lassiter v.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사건

1. 윈터는 친권상실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자력의 소송

참가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Lassiter v.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73) 사건(이하, ‘Lassiter 사건’)에서의 화이트(White) 판사의 견해를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리는 이 분석에서 법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성격규

정이 유추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선례들의 방사형 범주 구조(제2절 참조)와 Lassiter 사건의 관

계는 이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윈터는 화이트 판사가 친권상실심판절차를 

징벌적인 목적을 가진 고발적이고 대립적인 절차인 형사재판 절차와 동일화하려

고 했던 시도는 인지적으로 가능하며 건전한 유추였지만, 친권상실심판이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라는 고착화된 관념에 부딪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고 

결론짓는다.

1975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원은 래시터(A. G. Lassiter)가 자신의 젖먹이 아

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고 방했다는 이유로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70) CF, 232.
71) George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7), 84–85.
72) CF, 232–33.
73) 452 U.S. 18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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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햄 카운티 사회복지국(Durham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로 이전

시키도록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래시터는 2급 살

인죄로 확정되어 징역 25년 이상 40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1978년 사회복지

국은 래시터가 1975년 12월 이후부터 아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아들을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이 의도적으로 아들을 2년 이

상 위탁양육 상태로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

다. 수감 중이었던 래시터는 심리에 참여하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심

리 연기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그녀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

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래시터의 심리 연기 신청을 기각하였고, 그녀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주지 않은 채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친권상실을 결정하였다.

래시터는 항소하였다. 그녀의 유일한 항소이유는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미국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에 

따라 자신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항소법원과 노스캐

롤라이나 주 대법원은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사건이송명령을 

내림으로써 미국연방수정헌법 제14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친권상실심판절차

에서 무자력자인 당사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도록 요구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

다.

2. 스튜어트 판사가 작성한 다수의견은, 미국연방수정헌법 제14조는 모든 친권

상실심판절차에서 무자력자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주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

단했다. 다수의견은 적법절차 조항의 ‘근본적 공정(fundamental fairness)’ 요구에 

따라 무자력인 소송참가자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박탈될 수 있을 경우에

만 그 소송참가자에게 변호인을 선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친

권상실심판절차에서는 형사상의 혐의(유기 또는 학대)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전

문가 증언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법적인 쟁점도 

없고 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소송참가자에게 확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는 것이 다수의견의 판단이었다. 다만 다수의견은 만약 부모의 이익(사익)이 가장 

강하고, 주의 이익(공익)이 가장 약하며, 오판의 위험이 최대일 경우라면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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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법원은 소송참가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예외를 인정하였고, 

이러한 예외는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친권

상실심판절차는 보호처분취소 사건처럼 그 복잡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

에 법적 조력에 대한 필요성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다수

의견은 이 사건에서 래시터가 자녀 양육에 관한 초기 심리에 출두할 것을 명백히 

거부했었고, 친권상실심판절차에서 다투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원

이 그녀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버거(Burger) 재판장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그는 보충의견에서 

반대의견이 친권상실심판절차가 징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은 절차의 

목적에 관해서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친권상실심판의 목적은 징벌적

인 것이 아니라 자녀의 최대의 복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도 친권상실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블랙먼(Blackmun) 판사는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가지는 이익의 

중요성은 그 부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형식적인 사법절차를 통해 헌

법적으로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견이 

Gideon v. Wainwright, 372 U.S. 335 (1963)에서 부정되었던 의견, 즉 무자력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권리가 아니고 공정한 재판에 필수

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버거 판사는 친권자에게서 전면적

이고 회복불가능하게 친권을 박탈하는 친권상실심판절차는 오판의 위험성이 높고, 

분명히 고발적이고 징벌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확실히 형식적이고 

대립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는 부모가 무자력이고 교육을 받지 못했고 권위

자들 앞에서 쉽게 위축되는 경우 불균형은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

서 블랙먼 판사는 이 사건에서 래시터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줬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2. 윈터는 다수의견이 Lassiter 사건을 Gagnon 사건과 같이 핵심 사례(중범죄 

사건)로부터의 ‘이차적 확장’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한다.74) 이차적 확장이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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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례가 중심사례의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 정도가 다소 약한 경우를 

말한다(제2절 Ⅱ. 참조). 이에 반해, 블랙먼 판사는 다수의견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핵심 사례를 중범죄 사건으로 보기는 하였지만 친권상실심

판절차의 목적을 고발적이고 징벌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친권상실심판절차를 형사

재판과 더 유사하게 재규정하려고 시도하였다.75) 요컨대 블랙먼 판사는 Lassiter 사

건을 Vitek 사건과 같이 핵심 사례(중범죄 사건)로부터의 ‘일차적 확장’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차적 확장이란 핵심 사례와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다르지만 핵심 사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례들을 의미

한다(제2절 Ⅱ. 참조). 그러나 블랙먼 판사의 의견은 다수의견을 설득하는 데 실패

했고, 버거 판사는 블랙먼 판사가 친권상실심판절차의 목적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는 보충의견을 내기에 이르렀다.

블랙먼 판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친권상실심판절차에서도 전면적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절차(핵심 사례)를 원천영역으로 삼

아 친권상실심판절차(확장 사례)가 형사재판 절차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시도하였던 것이다. 윈터는 이러한 유추에서 원형과 인지모형이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분석한다. 블랙먼 판사가 친권상실심판절차를 징벌적인 것

으로 구성했던 것은 목표영역인 친권상실심판절차와 원천영역인 원형적인 핵심 

사례, 즉 형사재판 절차와의 유사성 관계를 형성하는 기저에 있는 인지모형을 환

기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된다.7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

이 규범성을 띠고 있다면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할 도리

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그 부모에게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블랙먼 판

사도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낙인화라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77) 이런 관점에서 보면 Lassiter 사건은 Vitek 사건처럼 일차적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78) 그러나 다수의견은 블랙먼 판사의 유추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버거 판사의 보충의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권상실심판에 관한 인지모형

74) CF, 160.
75) CF, 160.
76) CF, 161.
77) 452 U.S. 18, 44 (1980).
78) CF,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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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게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친권상실심판이란 아동의 복리

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이지 친권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는 관념이 강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블랙먼 판사의 유추, 즉 친권상실심판의 성격에 대한 재규

정은 기존의 관념과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이다.79) 

III.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hadha 사건

1. 윈터는 법무부장관의 외국인 추방정지명령에 대한 단원(單院)만의 거부권을 

규정한 미국연방 이민ᆞ국적법 조항이 미국연방헌법상 제출 조항과 양원주의 조

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hadha80) 사건(이하, ‘Chadha 사건’)을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사건에서 

화이트 판사는 법무부장관의 외국인 추방정지명령에 대해 단원이 거부권을 행사

하는 경우와 제출 및 양원주의 조항이 정한 통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효과의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단원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과 제출 및 양원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 간의 구조

와 효과에서의 유사성이었다. 다시 말해, 화이트 판사는 유추를 통해 단원거부권

이 제출 및 양원주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윈터는 화이트 판사

의 이러한 유추가 인지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건전성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의견이 입법절차의 표면적 특성, 즉 의회에 의한 직접적인 법률안 제출과 양원

의 표결행위에 천착하였기 때문에 화이트 판사의 유추는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Chadha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81) 이 사건에서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단원거부권’은 제2차 세계대전을 즈음하여 급속히 증대된 행정부

79) CF, 250.
80) 462 U.S. 919 (1983).
81) 이하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李光潤, “Chadha 사건의 재조명을 통해서 본 미

국의 권력분립이론 비판,” 美國憲法硏究, 14 (2003): 130-31을 따름. 참고로, 대수의견에 대한 별개
의견을 낸 파웰 판사(Powell) 판사도 단원거부권에 관한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설시하였다[462 
U.S. 919, 659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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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였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

가안보 및 외교에 관한 사안에 관한 광범위한 결정권이 행정부에 위임되었다. 이

에 단원거부권은 제출 및 양원주의 조항에서 정한 것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행

정기관에 위임된 권한의 행사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Chadha 사건

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단원거부권 행사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차다(J. 

Chadha)는 영국 여권을 소지하고 1966년 학생비자로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하였

고, 그의 비자가 1972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다. 그러자 1973년 10월 11일 이민ᆞ

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은 그를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

행하였고, 1974년 1월 11일 이민ᆞ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의

하여 추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판이 열렸다. 이민ᆞ국적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

족되면 외국인 추방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었고, 

이 권한은 이민판사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차다는 이민ᆞ국적법 제244절 (a)(l)에 

의거하여 추방정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공판을 담당한 이민판사는 차다가 해

당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정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추방정지를 명하

였다. 그 후 이 명령은 법률규정에 따라 의회에 회부되었고, 하원의 위원회는 차

다에 대한 추방정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차다는 하원의 거부 결정

에 불복하였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미국연방대법원에 회부되었다. 미국연방대법원

은 이민ᆞ국적법 제244절 (c)(2)에 의한 하원의 결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 다수의견을 작성한 버거 재판장은 ‘의회의 거부권행사’를 정한 해당 법률규

정이 헌법의 ‘제출(presentment)’ 조항82)과 ‘양원주의(bicameralism)’ 조항83)을 위반

했다고 판단하였다.84) 제출 및 양원주의 조항에 따르면, 법률안은 상원 및 하원에

서 모두 다수 표결에 의해 채택된 후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법률안을 제출 

82) 미국연방헌법 제1조 제7절 2항은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안은 법률이 되기에 앞서 미합
중국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은 “상원 및 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
는 명령, 결의 혹은 표결(휴회결의를 제외)은 모두 이를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83) 미국연방헌법 제1조 제1절은 “모든 입법권은 미합중국 연방의회에 귀속되어야 한다.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절 2, 3항은 법률 등의 통과를 위해 양원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84) 462 U.S. 919, 944-959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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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대통령은 서명을 통해 그 법률안을 유효한 법률로 공포할 수도 있고,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이 유효하게 

공포되기 위해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어야 한

다. 버거 판사는 이러한 헌법 규정이 의회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을 

대통령과 양원에 분산시킨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명시적으로 단원만으로도 입법

을 하도록 정한 바가 없으므로 양원 중의 한 원만에 의한 ‘의회의 거부권행사’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85) 다수의견은 제출 및 양원주의 조항을 입법절차에 관한 

엄격하고 형식적인 기준으로 상정한 입장이라고 평가된다.86)87)

반대의견을 제시한 화이트 판사는 행정부의 권한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행정

국가시대에 ‘단원거부권’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입법권의 위

임에 대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정치적 발명품(political invention)’이

라고 평가한다.88) 화이트 판사는 의회가 이러한 정치적 발명품을 활용함으로써 헌

법상 고유 기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과 의회의 헌법상ᆞ정책상의 이견

을 해결하고, 독립규제위원회의 책임을 확보하며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다고 평

가한다.89) 그는 의회가 입법권을 독립행정위원회에 위임하였으면서도 입법권에 대

한 의회의 통제권을 부정하는 금지되었다고 이해하는 다수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고 비판하였다.90) 화이트 판사는 제출 및 양원주의 조항을 권력분립에 대한 실질

적 기준으로 상정하였다고 이해된다.91)

3. 윈터는 다수의견과 화이트 판사의 반대의견이 보여준 유추를 대조시킨다. 

우선 화이트 판사는 ‘법무부장관의 결정과 이에 대한 의회의 단원거부권 불행사’

의 실질적 효과를 ‘양원의 동의와 행정부의 승인’의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85) 462 U.S. 919, 951 (1983).
86) Peter B. McCutchen, “Mistakes, Precedent, and the Rise of the Administrative State: 

Toward a Constitutional Theory of the Second Best,” Cornell L. Rev. 80 (1994): 1.
87) 참고로, 다수의견에 대하여 파웰 판사는 이 사건에서 단원거부권을 정한 해당 법률규정은 위헌이

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Chadha 사건에서 단원거부권이 위헌인 것은 의회가 권력분립을 넘어서 
사법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는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462 U.S. 919, 959-667 (1983)].

88) 462 U.S. 919, 972 (1983).
89) 462 U.S. 919, 972 (1983).
90) 462 U.S. 919, 977 (1983).
91) McCutchen(주 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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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원거부권이 의회와 행정부 간의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

장한다. 양원의 명시적인 동의와 대통령에의 제출이 요구되는 절차에 따르면 추방

정지 결정은 양원의 다수와 행정부의 일치된 의견을 필요하다. 그리고 양원과 행

정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추방정지 결정에 반대하면 추방정지 결정은 승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단원거부권 절차에 따르더라도 실질적인 상황은 마찬가지라

고 주장한다.92) 이 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법무부장관의 추방정지 결정으로 승

인을 표시하고, 양원은 침묵으로 이 결정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때 

양원 중 어느 한 원의 다수가 법무부장관의 추장 정지 결정을 불승인함으로써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고, 행정부가 추방정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법무부장

관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단원거부권의 불행사가 양원의 동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본 화이트 판사의 유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93) 화이트 판사와 

달리, 다수의견은 단원거부권 불행사의 효과를 법안에 대해 단원이 표결하지 못한 

것과 유사하다고 본다.94) 다수의견은 미국연방헌법 제1조가 입법절차의 공허한 형

식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정에 양원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다수의견은 미국연방헌법 제1조는 입

법절차에서 심의와 논쟁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침묵으로는 이

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윈터는 다수의견이 왜 화이트 판사의 유추를 거부하였는지를 묻는다. 사실 

다수의견이야말로 제출 및 양원주의 조항의 단순한 형식성에 천착한 것이다.95) 그

리고 다수의견은 화이트 판사의 유추가 왜 타당하지 않은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96) 윈터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선 어떤 상황

에서 새로운 유추가 설득력을 획득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비관습

92) 462 U.S. 919, 995 (1983).
93) 462 U.S. 919, 958, n.23 (1983).
94) 이하 설명은, 462 U.S. 919, 958, n.23 (1983)을 따름.
95) CF, 247.
96) 462 U.S. 919, 958, n.23 (1983)에서 다수의견은 화이트 판사의 유추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을 전

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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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념적 연결을 형성시키는 사상(寫像)으로서의 유추는 고착화된 개념 및 범

주와 필연적으로 경쟁하게 된다고 본다.97) 그는 신선한 유추와 고착화된 개념 및 

범주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다섯 가지 모범례로 유형화한다.98) ‘최대한의 

플레이(maximal play)’ 상황, ‘범주 붕괴(category breakdown)’ 상황, ‘혁신적 재구

성(innovative recomposition)’ 상황, ‘우연적 변칙(contingent anomaly)’ 상황, ‘과

밀화된 장(the impacted field)’ 상황이 그것이다. 그는 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유

추의 설득력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최대한의 플레이 상황이란, 관습적 개념과 범주가 그 유용성을 다해서 새로운 

유추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99) 윈터는 가택침입 여부를 판단

했던 수단의 치안판사들이 처했던 상황이 최대한의 플레이 상황이라고 말한다(제4

절 Ⅰ. 참조). 이러한 상황은 종종 사회적ᆞ기술적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예: 생식

기술의 발전과 부모의 결정 문제). 새롭게 발생ᆞ전개되는 상황이 기존의 범주에 

들어맞지 않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상

황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해 가장 유용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추나 은유가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범주 붕괴 상황은,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고착화된 개념 및 범주의 유용성이 

떨어졌지만 그 개념 및 범주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100) 이런 상황에서

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착화된 개념 및 범주를 변화시키거

나 확장시키는 유추가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혁신적 재구성 상황이란, 통상적으로 특정한 주제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개념 

및 범주를 원천영역으로 삼는 유추가 관행적인 개념 및 범주와 서로 경쟁하여 설

득력을 획득하는 경우이다.101) ‘흐름으로서의 통상’ 은유를 상상적으로 변형시킨 

휴즈 판사의 ‘여행으로서의 통상’ 은유도 이러한 혁신적 재구성의 예가 된다.

우연적 변칙 상황은, 어떤 새로운 유추가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97) CF, 248.
98) CF, 248.
99) CF, 249.
100) CF, 249.
101) CF,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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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고착화된 개념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이다.102) 이례적인 상황이란 관행적인 개념 및 범주를 변화시켜야 하는 사회

적 요구가 강한 상황이다. 

과밀화된 장 상황이란, 유추가 고도로 관습적이고 고착화된 개념 및 범주와 충

돌함으로써 설득력이 약하게 인식되는 경우이다.103) 윈터는 앞서 살펴본 Lassiter 

사건이 과밀화된 장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블랙먼 판사는 친권상

실심판절차가 대립성과 낙인화 효과에 있어서 형사재판과 유사하다는 근거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거 

판사는 친권상실심판절차의 목적이 부모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아동의 복리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블랙먼 판사의 논증을 반박한다.

윈터는 Chadha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사건을 ‘과밀화된 장’ 상황으로 인식하였

던 반면에 반대의견을 낸 화이트 판사는 사건을 ‘우연적 변칙’ 상황으로 인식하였

다고 평가한다.104) 다수의견은 이 사안에서 원칙적인 입법절차와 단원거부권에 따

른 절차 사이의 관계적 구조를 보기보다는 입법행위의 익숙한 속성(의회에 의한 

제출과 표결)만을 보았고, 불승인을 위한 표결과 개별 법안에 대한 표결을 동일한 

것으로 봤다. 반면에 화이트 판사는 통상적인 입법행위들이 효과의 측면에서 가지

는 관계적 도식을 단원거부권 행사라는 새로운 절차에 사상(寫像) 하였다. 윈터는 

화이트 판사가 이러한 새로운 유추를 동원했던 배경에는 행정부 권한의 급격한 

증대라는 병리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화이트 판사는 단원거부권 행사가 이러한 병리적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라

고 본 것이다. 

윈터는 다수의견이 원천영역과 목표영역의 요소들을 관습적인 방식으로 봤기 

때문에 화이트 판사의 유추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고 본다.105) 다시 말해, 화이트 

판사의 유추가 전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다수의견이 

관계적 도식보다는 구체적 속성 간의 사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화이트 판사

102) CF, 249–50.
103) CF, 250.
104) CF, 250–51.
105) CF,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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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추를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윈터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서 유추의 건전성과 설득력은 별개의 것이며, 법 영역에서 설득력 있는 유추가 되

기 위해서는 관습화된 개념과 범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유추의 설득력은 관습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106)

106) CF,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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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지적 분석방법의 적용 : 우리나라의 법규범과 

판결에의 적용

제5장에서는 미국 법원의 법적 추론에 대한 윈터(S. L. Winter)의 인지적 분석

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윈터는 제4장에서 살펴보았던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

지모형, 방사형 범주 그리고 유추와 같은 개념적 도구를 인지적 분석에 활용하였

다. 이러한 개념적 도구들은 제3장에서 살펴본 레이코프(G. Lakoff)와 존슨(M. 

Johnson)의 신체화된 인지이론에서 차용한 것들이었다.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얻

을 수 있었던 이점은 법적 추론이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논리연

역적인 것도 아니고 비판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불확정적인 것

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윈터가 주장하듯 법의 불확정성은 상대

적인 개념이다.

이 장에서는 윈터의 인지적 분석방법을 우리나라의 법규범과 판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인간의 사고의 체험적 기반을 강조하는 레이코프와 존슨은 인간이 

종(種)으로서 가지는 인지적 공통성(cognitive commonality)을 근거로 사고의 제약

을 설명한다. 따라서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 유추가 서구인

들 특유의 인지적 기제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 법규범과 판결의 인지적 

측면도 이러한 개념적 도구들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에서는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 유추가 각각 법적 추

론에 활용된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본다. 그 예들로는 ‘법조인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사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사건, ‘민법상 대리 

및 표현대리 그리고 명의도용’을 다룬다. 제2절에서는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

정과 관련된 결정들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범주화 등의 상상적인 인지적 기제들이 어떻게 법적 추론을 이끌어 가는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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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9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성별과 성전환에 

대한 우리 법원의 개념화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최초의 대법원 결정과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

자에 대해 공부상 성별 정정을 불허한 최근의 대법원 결정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제1절 상상적인 인지적 기제들이 사용된 예들

I. 개념적 은유와 ‘법조인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사건

1. 법적 논증에서 개념적 은유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예들

 

(1) 우리 법원의 판결문에서 은유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예들이 간간히 눈에 띤

다. 예를 들어, 외교기관 청사 주변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을1)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

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 제11조 제1호 중 ‘외교기관’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다수의견은 해당 법률조항이 “전제된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인 것”이기에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

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2) 그러나 

1)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ᆞ83 결정.
2) 하재홍,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법철학연구 13, no. 2 (2010): 95, 

주 74도, 수사의 방법으로 은유를 사용한 예로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ᆞ83 결
정을 들고 있다. 참고로, 하재홍은 이 사건에 관해 “다수의견은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해를 전면
적으로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는 합헌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7인이 해당 조문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관 김영일은 헌법불
합치로 판단하였고, 헌법재판관 권성은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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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합헌의견)을 개진하였던 헌법재판관은 “작은 불씨가 요원(爎原)3)의 불로 

번질 수 있는 것에 비유할 만한 집회의 가변성이나 의외성에 비추어, 시작단계에

서의 집회규모의 소규모성이라든지, 집회금지대상에 인접한 다른 시설이 집회의 

대상이라든지 하는 정황은 계쟁조항의 합헌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

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헌법재판관

은 이후에 동일한 법률조항 중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

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전면금지한 부분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서도 동일한 논리를 바탕으로 합헌 의견을 냈다.4)

이 반대의견은 들불에 관한 통상적인 관념, 즉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벌판을 

태워버리는 큰불로 번지는 형상을 집회의 가변성이나 의외성에 사상(寫像) 한다. 

들불이라는 은유적 표현은 ‘요원의 불길’이나 ‘들불 번지듯’과 같은 관용구의 쓰임

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현상이 빠르게 번지는 사태를 나타내는 데 널리 사용된

다. 특히 요원의 불길은 사회운동이나 사회적 소요를 표현하는 관용구로 종종 사

용된다.5) 반대의견이 구축한 은유적 사상의 공간에서는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철

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큰 화재로 번지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

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집회의 규모나 집회가 이루어지는 정황에 

상관없이 각급법원 인접지역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

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은유의 사용이 합리적인 사고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6) 이 사건에 한정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일응 타당해 보인다.

(2) 그러나 Jones & Laughlin 사건에 대한 인지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은유

가 법적 추론을 오도하는 것만은 아니다(제5장 제3절 참조).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전원재판부 결정에서는,7)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 

3) 이 결정을 소개한 공보 제88호에는 ‘요원(爎遠)’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는 벌
판의 불길을 뜻하는 한자어는 요원지화(爎原之火)이기 때문에 공보상의 표기는 오타로 보인다.

4)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17.
5) 예를 들어,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이 잠시 주춤했다가 진압에 나선 정부 관리의 무능 때

문에 두 달 후인 삼 월 이십일 일에는 다시 요원의 불길이 되고 말았다.”[柳周鉉, 大韓帝國 (서울: 
良友堂, 1983)].

6) 하재홍(주 2), 95, 주 74.
7) 하재홍(주 2), 94도 이 사건을 은유가 사용된 판결의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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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대통령이 이 법의 시행부터 2001년 당시까지 약 37년간 해당 대통령령을 제정하

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군법무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다수의견은 “대통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시

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그러한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입법부

작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

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어떤 법률의 시행을 위한 행정입법을 하

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

정입법의 모법인 법률이 합헌인지 여부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에서 문제가 된 법률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청

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위헌 입법에 관하여 반대의견은 “실정

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피라미드와]8) 같은 체계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결망에서 벗어나는 법률이나 시행령은 존재할 수 없고 또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 ……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法) [피라미드] 평면적(平面

的) 사면(斜面)을 깨고 돌출하여 나온 일부 암석괴(岩石塊)와 같은 것이 위헌 입법

인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해당 법

률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법관과 전투조직으로서의 군

의 기강확립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군법무관은 그 역할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기본적 보수의 다소를 비교하는 것은 그 역할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평가하는 전제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

였다.

위 결정에서 반대의견은 ‘피라미드’ 구조를 우리 실정법에서 최상위의 법규범

인 헌법과 다른 하위 법규범들의 관계에 사상한다. 법규범의 체계를 헌법을 정점

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로 상정하는 것은 법학계에서 널리 공유되는 개념적 은유

이다. 법규범의 피라미드 구조는 켈젠의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에 연원을 두

고 있다.9) 켈젠은 법질서의 규범들이 “서로 병렬적으로 효력을 갖는 규범들의 복

8) 원문의 단어는 ‘피라믿(pyramid)’이다. 
9) 실제로 켈젠은 법규범의 체계를 설명하면서 피라미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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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가 아니라 상호간에 상위규범과 하위규범의 관계에 있는 규범들의 단계구

조”10)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위 반대의견은 이러한 단계구조, 즉 피라미드를 

법규범들의 관계에 사상함으로써 상위규범에 반하는 하위규범을 피라미드의 빗면 

밖으로 튀어나온 멍울[塊]에 빗대어 법규범의 질서를 깨는 위헌 입법이라고 설명

한다. 물론 반대의견이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 및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

법률 제6조를 위헌적인 입법으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도의 논의가 필

요하다. 이 문제를 차치한다면, 반대의견이 제시한 은유는 법규범체계의 위계성과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잘 보여주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조인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사건에 관한 인지적 분석

(1) 앞서 살펴본 두 가지 판례가 법적 논증에서 은유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

용한 예라고 한다면, 곧 살펴보게 될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 제공 서비스 사

건11)은 개념적 은유를 법적 논증의 주된 도구로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승

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것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다수의견은 웹 

운영자가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

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지만,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법의 동태학을 설명하면서 법규범의 체계를 ‘법질서의 단계구조(Stufenbau der Rechtsordnung)’
라는 용어로 묘사하였다[Hans Kelsen, 순수법학, 변종필ᆞ최희수 역 (서울: 吉安社, 1999), 344 이
하]. 법의 피라미드 구조라는 용어는 켈젠의 제자 메르클(Adolf J. Merkl)이 사용하였다 [Rafael 
Domingo, The New Global Law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10), 
147 n. 88]. 그리고 Kelsen의 Reine Rechtslehre의 불어판에서 단계구조는 피라미드(pyramide)로 
번역되었다.

10) Kelsen(주 9), 312.
1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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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의견은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의 성격, 인맥지수 산출방법의 합리

성 정도, 인맥지수 이용의 필요성과 그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

성 정도,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

이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는 어렵다.”라고 설시하였다. 반대의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유형의 행

위 모두 공익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의견은 인맥지수를 산출하는 데 

활용되는 개인신상정보가 변호사들의 공적 활동에 관련된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으로 변호사들의 인격적 이익이 심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인맥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해당 웹사

이트 운영자가 정한 가중치 부여 방식이 개인신상정보 자체를 왜곡하거나 법조인

마다 그 방식을 달리 한 것이 아니므로 합리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할 수 없고, 인

맥지수 산출방법은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다수의견

이 우려하는 바, 즉 인맥지수 서비스로 인해 “법조인 간의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의 그릇된 인식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재판

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거나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다.]” 넷

째, “법률수요자의 정당한 정보수요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막연히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인맥지수의 공개 자체를 막는 것은 사법불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이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하 ‘보충의견’)은 “우리나라 법률시장도 점

점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관한 정보의 바다가 형성되고 있고, 그 바다를 항해하는 

데에도 당연히 해도나 나침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역시 시장 수요의 일부이다. 

소비자가 어떤 지도와 나침판을 믿고 이용하느냐는 그들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혹시 소비자가 무지하거나 경솔해서 지도를 너무 맹신하거나 잘못 읽어서 오도될

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걱정 때문에 법원이 나서서 그 

지도와 나침판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검열할 일은 아니다. 그야말로 소비자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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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선택에 일임해도 좋을 일[이다.]”라고 설시하였다(고딕은 필자의 강조).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개념적 은유를 통해서 그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우선 이 보충의견은 정보화 사회를 표현하는 데 통용되는 ‘정보의 바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서 ‘바다’를 법률시장의 상황에 사상(寫像) 하였다. 이러한 은유

적 사상을 통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법률시장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는 ‘항해’라는 원천영역의 내적 구조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항해의 기저에는 

‘원천–경로–목표’ 도식이 존재한다. 보충의견은 법률시장에 대한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바다에서 자신의 목적지(즉, 자신의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적절한 

법조인을 찾기)로의 항해(즉, 법조인에 대한 정보 탐색)를 하기 위해 ‘해도와 나침

판’을 필요로 하게 되고, ‘해도와 나침판’은 항해사의 해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독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개념적 은유를 통해서 ‘바다’와 

‘법률시장’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사상 관계가 형성된다(<표 5> 참조). 이러한 사상 

관계를 통해서,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법조인에 대한 정보가 항해를 

위한 해도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도와 나침반을 오독할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법조인 정보에 대한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표 5> ‘법률시장–바다’의 개념적 사상 관계

원천영역 목표영역

바다 → 법률시장

목적지 → 적합한 법조인에게 수임(授任) 

항해 → 법조인에 대한 정보 탐색

항해를 위한 해도ㆍ나침판 → 법조인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해도ㆍ나침반 오독 위험성 → 법조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오판 위험성

다음으로 보충의견은 법조인에 관한 정보가 가지는 상품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다수의견처럼 법원이 법조인의 ‘인맥지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법하다고 막아서

는 안 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은유적 사상을 통해서 비교되는 대상들의 어떤 

요소들은 부각되고 다른 요소들은 은폐된다.12) 다수의견은 변호사들의 ‘승소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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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성 지수 등’과는 달리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보충의견은 ‘상품의 거래’라는 틀을 법조인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에 사상

함으로써 법조인에 관한 정보가 가지는 상품성을 부각시켰다.

보충의견이 법조인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의 상품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은 

보충의견의 다음과 같은 설시를 통해서 잘 지지된다. 보충의견은 인맥지수의 산출

이 “어떤 ‘사실’에 관한 정보라기보다는 서비스 개발자 및 제공자의 주관적 평가

에 의한 ‘의견’을 드러낸 데 지나지 않는다. 의견의 제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그 의견의 효용성을 인정받아 이윤추구의 수

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실현하는 한 모습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상품성은 법률‘시장’이라는 말을 배경으로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다수

의견처럼 인맥지수 제공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하는 것은 사법불신을 심

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추상적 위험성을 근거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보충의견은 ‘정보의 바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한 추론의 결론, 즉 ‘해도와 나침

판’에 대한 오독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해도와 나침판’에 대한 검열의 필요성을 

정당화지는 못한다고 판단한다.

12)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노양진ᆞ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2006),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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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상적 인지모형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

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기존 논의

(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7062호, 2004. 1. 16. 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3)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14)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다수의견의 관습헌법론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어 

있다. 다수의견의 논리에 대한 검토는 수도(首都) 문제가 헌법사항인지, 관습헌법

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 효력 및 개정절차

가 성문헌법의 그것과 동등한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

헌법에 해당하는지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5)

이 결정이 난 후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이었던 김승대가 발표한 “憲法慣習

의 法規範性에 대한 考察”이라는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13)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ᆞ556(병합) 결정.
14) 박준석,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논증 분석적 이해,” 世界憲法硏究 19, no. 3 (2013): 2는 이 

결정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헌법 이론적 검토, 문헌학적 검토, 사료비판적 검토, 법철학적 
검토로 나누고 각 유형을 대표하는 논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헌법 이론적 검토] 김
상겸,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가습헌법의 의미에 가한 연구－헌재 2004.10.22. 2004헌마554, 566
과 관련하여－,” 憲法學硏究 11, no. 1 (2005): 295; 김경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
헌결정(2004헌마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적법성요건판단과 관련하여－,” 憲法學硏究 11, 
no. 1 (2005): 511; 김경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2004헌마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본안판단과 관련하여－,” 公法硏究 33, no. 4 (2005): 269; 방승주, “수도가 서울이라
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헌법재판소 2004.10.21. 2004헌마554, 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
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관한 비판,” 公法學硏究 6, no. 1 (2005): 153; 전광석, “수도이전특
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公法硏究 33, no. 2 (2005): 113; 김명재, “관습헌법의 성
립가능성과 한계,” 土地公法硏究 30 (2006): 239; 정태호, “문헌법국가에서의 부문헌법규범(不文憲
法規範)과 관습헌법(慣習憲法),” 慶熙法學 45, no. 3 (2010): 299; 이부하, “헌법의 개념과 관습헌
법－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566(병합) 결정을 평석하며－,” 漢陽法學 20, no. 2 (2009): 75. 
② [문헌학적 검토] 김승대, “憲法慣習의 法規範性에 대한 考察,” 憲法論叢 15 (2004): 133; 김기
창,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公法硏究 33, no. 3 (2005): 71. ③ [사료비판적 검토] 이영록, “수도
(首都) 및 국기(國旗)에 관한 관습헌법론 검토,” 世界憲法硏究 11, no. 1 (2005): 259; 최병조, “법, 
관습, 전통: 로마법상의 관습과 관습법－고전 법률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47, no. 2 (2006): 1. ④ [법철학적 검토] 양선숙,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
적 검토,” 법철학연구 9, no. 2 (2006): 231; 오세혁,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법철학연구 9, no. 2 
(2006): 145; 오세혁, “관습법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관련 판례에 나타난 논증에 대한 
분석 및 비판－,” 홍익법학 8, no. 2 (2007): 119.

15) 이영록(주 14),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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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이 논문은 시기적으로 이 결정 이후에 발표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공

식입장은 아니지만, 김 연구부장이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헌법재판소 내에 꾸려진 전담연구반의 팀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의 이 

논문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평가된다.16) 김승

대는 관습헌법의 유형을 ‘선행적 관습헌법’과 ‘후행적 관습헌법’으로 나눈다. 선행

적 관습헌법은 제정헌법 이전에 형성됐으나 헌법 제정 때 반영되지 못한 것이고, 

후행적 관습헌법은 제정헌법 이후 형성됐으나 헌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이때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선행적 관습헌법의 사례로 소개되었다.17) 

그는 ① ‘수도를 서울에 둔다’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 온 국가조

직에 관한 명료한 사항에 해당하고, ②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그리고 6ᆞ25전쟁 

등의 국난이 있었던 시절이나 일제강점기처럼 국권을 상실한 시기에도 서울은 우

리 민족의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③ 제헌헌법 시행 이후에도 헌

법전에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서울이 수도임을 전제로 행정상 특수한 지위를 갖도

록 하는 입법을 해왔다는 점을 논거로 삼았다.

(2)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관습이 성립하는 사

항이 기본적인 헌법사항, 즉 ‘헌법유보사항’이어야 하고, 관습법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때 관습법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은 객관적 요건

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

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란,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헌법사항은 ‘헌법유보사항’이라고도 불린다.18) 

그리고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이러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

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

16) 한겨레, 2005. 1. 13.자 기사; 조선일보, 2005. 1. 14.자 기사; 동아일보, 2005. 1. 14.자 기사. 
17) 김승대(주 14)는 국어로서의 한국어, 국기로서의 태극기, 국가로서의 애국가도 선행적 관습헌법 

사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후행적 관습헌법으로는 헌법상 북한이 갖는 지위를 대표적
인 사례로 들었고, 외교통상부의 실무 관행상 존재하는 고시류(告示類) 조약도 후행적 관습헌법의 
예로 소개하였다.

18) 김승대(주 1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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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

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관습법의 성립요건을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

로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

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9) ①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

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②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

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

(반복ᆞ계속성), ③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

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④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또한 ⑤ 이러한 관

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

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여기에서 ① 내지 ④의 

요건은 객관적인 요건에 해당하고, ⑤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한다. 이 주관

적 요건에 관해서 김승대는, 국민적 합의란 해당 관행이 유효한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일반적 견해(opinio juris)를 공유하는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법적 확신의 

정도 이르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20)

(3) 위와 같은 다수의견의 관습헌법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양선숙은 

수도–서울 명제가 관행이 형성되는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설사 관습헌법이 성립 

가능하다고 해도 수도–서울 명제는 그 조항들 중 하나가 될 수 없[다고]”21) 주장

하였다. 양선숙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22) ① 관행은 행위의 누적적 반복을 통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수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자

리 잡고 있다는 단순한 사태의 지속은 관행의 범주로 분류될 수 없다. ② 관행은 

의도를 지닌 합리적인 행위자들의 행동의 합치를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각자가 합리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은 수도–서울 명제의 정립은 관

행이 될 수 없다. ③ 일정한 관행이 규범성을 발휘하는 것은 그 관행에 대한 위반

에 따른 외적ᆞ내적 비난을 염두에 두는 책무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수도–
서울 명제가 규범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양선숙의 이와 같은 주장

19) 아래 요건은 2004헌마554ᆞ556(병합) 결정문, 4.다.(1)(다).
20) 김승대(주 14), 145.
21) 양선숙(주 14), 251.
22) 이하 내용은, 양선숙(주 14), 240-42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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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행위’가 아니라 ‘사태’에 불

과하기 때문에 관행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수도–서울 명

제가 관행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증명도 없이 이 명제가 관행이라고 

전제한 후 그 관행이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을 시도하였다.23)

최근에 박준석은, 이 결정에 관한 연구들이 대체로 다수의견이 제시한 관습법

의 일반적인 성립요건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하지만 관습법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단선적’ 이해방식을 그대로 따른다고 비판하였다.24) 그에 따

르면, 다수의견이 관습법을 ‘관행의 반복–(사실인) 관습의 정립–법적 확신의 부여’

라는 발생적 단계에 의해 단선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자들도 

이러한 이해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준석은 관행ᆞ

관습ᆞ관습법이라는 개념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만약 관행이 관습법의 성립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대한민국

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행’일 수 없다는 지적은 그것이 ‘관습법’일 수도 없

다는 점을 함축할 수 없게 된다.”25)

2. 수도 개념에 대한 인지적 분석

(1) 앞서 살펴본 기존 논의들은 다수의견이 관습헌법론과 ‘수도–서울’ 명제가 

관습헌법 사항인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불행히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수도’ 

개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도가 없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

한 ‘수도’ 개념을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사건은 환유적인 이상

적 인지모형이 법적 추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ᆞ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

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하여 ① 정치ᆞ행정의 중추기능과 ② 국가상징

23) 박준석(주 14), 8.
24) 박준석(주 14), 8-9.
25) 박준석(주 1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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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도의 주요 기능으로 보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

요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특히 입법기관의 소재지와 대통령

의 직무소재지를 수도적인 것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헌법

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

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 이들 두 개의 국가기관은 국

가권력의 중심에 있고 국가의 존재와 특성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바 대통령의 이러한 대내외적 활동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대하여 “수도적인 것”의 한 필수적 요소를 부여하게 

된다. 국가원수의 이러한 활동은 국민정서상의 상징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심리적

으로 국가통합의 계기를 이루는 것이므로 수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중

요성을 갖는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수도적인 것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기관의 소재지와 

대통령의 직무소재지라는 장소에 상징적 신비성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도 있다.26)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기관들 

중 하나이고 대통령의 직무실 소재지와 국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구조에 

관한 사항이자 상징에 관한 사항으로 관습헌법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국가구조와 국가 상징을 동일시하는, 즉 상징하는 것과 상

징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양순석은 그 원인이 특정 장소에 의미와 신비성을 부가하고 강조하는 비실증적인 

주술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다.27)

(2) 그러나 인지적 관점에서 ‘수도=주요국가기관의 소재지’라는 관념은 단순히 

비실증적이고 주술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치부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념의 기저에

는 환유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유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은 

26) 양선숙(주 14), 247-51.
27) 양선숙(주 14), 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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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대표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이상적 인지모형이다.28) 이러한 

환유의 역할은 아프리카 수단의 치안판사들이 상업지역에서의 가택침입의 기준으

로 지붕을 삼았던 예에서 보았다(제5장 제4절 Ⅰ. 참조).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의 소재지로 표현하는 관습적 환유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장소가 

그곳에 위치해 있는 기관이나 사람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환유를 환기시

킨다.29) 이러한 환유는 기관이나 단체가 일정한 지역에 마련된 직무장소를 중심으

로 활동을 한다는 이상적 인지모형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택침입의 기준을 정했던 수단의 치안판사들의 예와는 다

른 차원의 문제를 남긴다. 수단 치안판사들은 가택침입을 불법유형으로 규정한 법

규범의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주택의 원형(가능태)과

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같은 것은 같게’라는 요청에 부합). 이상

적 인지모형에 부합하는 주장은 우리의 인식적인 기대에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스러움 자체가 곧바로 

규범적 정당성까지 보장하는지는 못한다. 물론 인식적 기대는 사회적ᆞ문화적 관

행을 통해서 규범적 기대로 발전하여 관습 또는 더 나아가 관습법의 지위를 획득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도의 개념을 규정하는 법규범이 전혀 없었

기 때문에 수도의 환유적 요소인 입법기관의 소재지와 대통령의 직무소재지가 반

드시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는 법률적 근거도 헌법적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수도란 최소한 정치ᆞ행정의 중추적 기능

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도의 정의를 이 환

유적 요소들과 동일시한다.

이 사건 이후 대통령 등을 제외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행정기관의 

직무소재지를 이전하기로 계획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ᆞ공주지역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 의해서 건

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

다고 판시하였다.30) 전종익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8) George Lakoff, 인지의미론: 언어에서 본 인간의 마음, 이기우 역 (서울: 한국문화사, 1994). 78.
29) 환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Lakoff 등(주 12), 제8장 참조.
30)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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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위 도시를 정치ᆞ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

징하는 곳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31)

(3)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어떤 도시의 상태가 수

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원형으로의 축소 효과’32)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라는 

매우 추상적인 대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원형에 대한 고려와 환유 같

은 은유적 사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상상적인 작용을 통해서 얻

어진 이해를 합리주의적 범주 모형, 즉 필요충분조건의 집합의 형식 안에 구겨 넣

음으로써 발생한다. 이 후속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정당화 절차 없이 ‘입

법기관과 대통령의 직무소재지가 있는 단일한 행정구역으로서의 수도’라는 원형을 

준거점으로 삼아 새롭게 건설될 행정복합도시가 또 다른 수도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33)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전

효숙 재판관도 다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수도의 개념 정의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환유와 원형으로의 축소 효과가 재판관들의 법적 추론

을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들은 윈터가 말하는 ‘과밀화된 장’ 상황34)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라는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

을 추진하려고 했던 당시 정부는 ‘행정수도’라는 조어(造語)를 통해서 통상적인 수

도와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동법 제2조는 신행정수도를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ᆞ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지적 관점에서 당시 

정부는 통상적인 수도와 ‘행정수도’ 사이에서 역추론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31) 전종익,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ᆞ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
헌확인,” 결정해설집 4 (헌법재판소, 2005): 732.

32) ‘원형으로의 축소 효과’에 관해서는, ‘제5장 주 15’의 본문 참조.
33)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ᆞ556 결정.
34) ‘과밀화된 장’ 상황에 관해서는, ‘제5장 주 103’의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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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정부는 ‘행정수도’가 통상적인 수도와 다른 점을 부각시

켜서 두 개념이 상이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을 담

당한 모든 헌법재판관들은 수도에 관해 관습적으로 고착된 환유적 사상(寫像)에 

따라 ‘행정수도’가 기존의 수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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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리관계의 방사형 범주 구조

1. 대리관계의 일차적 확장으로서의 표현대리

(1) 우리 민법은 대리관계에 관한 제114조 이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대리행위

의 효력에 대하여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

에서 대리권이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교부하거나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

가 본인의 것으로 되게 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35) 다만 제115조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행위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제116조 제1항은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단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동조 제2항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

들은 대리의 원형적인 삼각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제114조에 의하여 적법한 대리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일 것(대리권의 존

재),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것(현명주의), ③ 대리인에 의하거나 

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의사표시)의 요건이 필요하다.36)

제125, 126, 129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원형적인 대리관계를 핵심 사례로 삼는 

방사형 범주에서 일차적 확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확장은 유추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대리에 관한 법규정인 민법 제114, 125, 126, 129조(이하, 

법명 생략) 및 명의도용 사례들 관계를 방사형 범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5) 金龍潭 編輯代表, (註釋) 民法: 總則(3), 第4版, 문룡호 집필부분 (서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0), 
33-34.

36) 문룡호(주 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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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5조는 이른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 A가 타인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내용을 제삼자인 

C에 대하여 표시하였으나 사실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대리권

의 범위 안에서 B가 대리인으로서 C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다. 본조가 정하고 있는 표현대리 상황은, 본인이 제삼자에 대하여 수권표시를 함

으로써 그 제삼자가 대리권이 있으리라고 오신할 수 있는 대리권의 외관을 만드

는 데 스스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대리에 비하여 상대방 보호

의 필요성이 크다.37) 그러나 본인과 타인 사이에는 대리권 수여가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126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와 구별된다.

이 조항에서 대리권수여의 표시란 본인이 타인을 진정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 아니라 인장이나 권리문서 등의 보관을 위탁함으로써 대리관계의 외관을 만

들어낸 경우를 말한다.38) 이 경우를 제114조에 정한 원형적 대리관계와 비교하면, 

‘대리권수여 표시를 한 자–대리권수여 표시를 받은 타인–제삼자’의 관계에서 그 타

인이 대리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다는 점은 원형적 대

리관계, 즉 ‘본인–대리인–상대방’이라는 삼자관계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

에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제114조와 제125조의 

차이점은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민법은 대리관계의 외관을 창출한 자와 그 외관을 믿고 대리권수여 표시를 받

은 타인과 거래한 제삼자 중에서 후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

114조의 법률효과(즉,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를 이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유추의 목적이 제삼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은 제125조 단서가 ”제삼자

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고 

37) 金龍潭 編輯代表, (註釋) 民法: 總則(3), 第4版, 이균룡 집필부분 (서울: 韓國司法行政學會, 2010), 
119.

38) 참고로, “수권표시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서면(위임장 등)으로 하든 구술로 하든 광고
(신문, 잡지 등)라도 상관없고, 또한 표시의 상대방도 특정한 제삼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불
특정한 일반인(신문광고나 명의자를 특정하지 않은 위임장 등)이라도 무방하다.”[이균룡(주 3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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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제125조에서 규정한 삼자관계는 제114조의 관계와 

한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것이므로 윈터의 분류에 따르면 일차적 확장에 해당한다.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된다(제

130조 참조). 그러나 본조는 대리권을 넘은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

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인정한다. 본조도 제125조와 마찬가지로 권리외관의 법

리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본조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본인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외관 형성에 대한 본인의 책임 

규정한 제125조와 구별된다.39)

이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제114조의 원형적 대리관계의 일차적 확

장으로 보인다. 제126조에서 상정하고 있는 삼각관계는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를 넘은 것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제114조의 원형적 관계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대리권을 넘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대리권의 범

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관계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그 

범위를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제삼자의 신뢰를 보호

할 필요성 때문에 민법은 제114조의 법률효과를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129조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함으로

써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도 제114조의 법률효과를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조 단서는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제

114조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본조가 상정하고 있는 삼각관계는 대리권이 

소멸한 것을 제외하면 제114조의 원형적 관계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조항 역

시 대리권의 소멸은 대리권의 범위처럼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제삼자로서는 그 소멸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제삼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제129조의 대리권 

39) 이균룡(주 3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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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후의 표현대리도 핵심 사례인 대리로부터의 일차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리관계의 범주 확장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정

하고 있다. 제130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

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정함으로써 무권대리에는 

원칙적으로 제114조의 법률효과를 적용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무권대

리는 제125, 126, 129조와 같은 대리관계의 외관이 전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민법 제130조는 무권대리에 대해 ‘대리’라는 용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원형적 대리관계와 구조적인 유사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114조와 제125ᆞ126ᆞ129조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민법상 유효한 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본

인

에

게 

효

과 

귀

속

고려되는 요소들

삼

각

관

계

권

리

외

관

외

관

형

성

에

의

본

인

의 

기

여

유

효

한 

대

리

권

대

리

인

의 

현

명

민법 제114조
핵심

사례

‘본인–대리인–제삼자’ 
삼각관계 ○ ○ ○ ○ ○ ○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 ○ ○ ☓ ○

민법 제126조
일차적

확장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 ○ ○ ☓ ○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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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대리의 입증책임에 대한 인지적 설명

(1) 인지적 관점에서 표현대리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표현대리와 관련된 입증책

임에 관해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125, 126, 129조는 원형적인 대리

관계와 유사한 관계에서 제삼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조문의 구조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제삼자가 진정한 대리행위

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114조의 법률효과는 부정된다. 제125조는 제삼자의 선의ᆞ무과실을 단서

에 규정하고, 제126조는 제삼자가 대리권 외의 행위임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

유가 있을 것을 본문에 규정하고, 제129조는 제삼자의 선의는 본문에 과실은 단서

에 규정하고 있다. 제129조처럼 법률요건을 본문과 단서로 나누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40) 그러나 민법학계의 다수설은 이 세 유

형의 표현대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삼자의 악의ᆞ과실이나 정당한 

이유 없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41) 

다수설과는 달리, 조문의 규정형식을 중시하여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

에게, 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견해도 있다.42)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

면, 제125조의 경우 표현대리로 인한 법률효과를 거부하고자 하는 본인이 제삼자

의 악의ᆞ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제129조의 경우 표현대리로 인한 법률효과를 

거부하고자 하는 본인은 제삼자의 과실을 입증하고 법률효과를 원하는 제삼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제126조의 경우 표현대리로 인한 법률효과를 원

하는 제삼자가 권한 외의 행위를 권한 내의 행위로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

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인지적 관점에서 표현대리는 ‘상호작용에서의 신뢰’에 관한 인지모형을 활

성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추상적인 논의에서는 표현대리관계에서의 본인의 이익

과 제삼자의 신뢰라는 두 요소가 마치 독립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라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40) 이균룡(주 37), 190.
41) 이균룡(주 37), 156.
42) 이균룡(주 37),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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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심적 상태이다. 만약 일방이 타방과 독립적으로 그 타방에 대해서 형성

하는 완전히 주관적 심적 상태가 신뢰라면 이것은 입증되기도 곤란하고 입증되었

다고 한들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표현대리에서 고려되

는 제삼자의 신뢰란 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리의 외관을 믿는 상태이다. 그렇

다면 제삼자의 신뢰를 얼마나 강하게 보호해야 할지는 본인이 부진정한 대리관계

의 외관을 창출한 데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25조의 경우 본인은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수여 표시를 함으로

써 본인이 직접 부진정한 대리관계의 외관을 만들어 내어 제삼자의 신뢰를 형성

시켰다는 점에서 유책성이 가장 크다. 반면에 제129조의 경우 본인과 대인인 사이

의 대리관계는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나 대리권이 소멸된 후 본인이 대리관

계의 외관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데에 책임이 있다. 본인이 대리인을 해임하여 대

리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이 파산한 경우

에도 제127조에 의해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 대리인이었던 자가 더 이상 대리행위를 하지 않으리라 믿는 것이 통상

적이다. 또한 상호적 관계에서 대리인이었던 자가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대리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일종의 배신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

다면 제126조의 경우에 대리관계의 외관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의 유책

성은 제125조의 경우와 비교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적으로 본

인에게 입증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본인과 제삼자가 입증책임을 일정부분씩 분담하

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126조의 경우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유

효한 대리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본인은 대리인을 신뢰한다. 이 경우에 대리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대리인의 배신행위로 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제126조에서 문제되는 외관은 본인이 창출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유

효한 대리관계를 기화로 만들어낸 것이다. 본인도 제삼자도 유효한 대리인을 믿은 

데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가장 확실한 외관을 갖추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제126조는 제114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요건을 본문에 담음으로

써 제114조의 적용을 받아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삼자가 자

신이 대리권한 내의 행위로 믿었던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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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지모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126조의 표현대

리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본인에게 부과한다면 이는 유효한 대리관계를 형성하

여 원활한 거래행위를 하고자하는 본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며, 더 나아가 대리

인이 언제라도 배신행위를 할 것이라는 혐의를 전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인지적 설명을 통해서 제114, 125, 126, 129조의 체계

가 핵심에 제114조가 위치하고 일차적 확장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일차적 확장은 제삼자의 신뢰보호라는 틀 안에서 차등

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신뢰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익과 제삼자의 신뢰 사이의 추상적인 형량을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표현대리 조문들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인지적 설명이 당위적인 결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지적 설명

은 합당한 해석이 무엇인지에 관한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3. 제126조 표현대리의 이차적 확장으로서의 타인 명의도용

(1) 타인 명의도용하에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대리의 구조와 유사하다.43) 타인 

명의를 도용한 자는 스스로 그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현명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한 그 타인은 대체로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타인에게 명의사용에 대한 어떤 권능도 부여한 바가 없다. 그러나 명의를 도용

한 타인의 상대방은 명의인과 법률관계를 맺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

의인과 행위자 및 상대방이라는 삼각관계는 전형적인 대리의 구조와 유사하게 된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A(피고)가 

소외 부산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

43) 이하 내용은, 최봉경,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법철학연구 12, no. 2 (2009): 
148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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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인 소외 B에게 A의 인장을 맡기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임

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C(원고)는 A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B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오

다가, 역시 A 본인으로 행세하는 위 B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B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도 A의 인장을 지참하여 A의 이름

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피고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 이 사건에 대

법원은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자신

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

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44) …… [C]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B]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

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 사건처럼 현명이 없이 본인을 사칭한 경우에도 제126조를 유추적

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126조가 전제하고 있는 현명이 있는 경우와 이 

사건처럼 현명이 없는 경우를 같게 취급할 수 있는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봉경

은 제126조의 목적이 권리외관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45) 또한 그는 본인

과 대리인이 형제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생인 본인이 형에게 일체의 아파트 

관리를 위임하고도 그 관리 상태와 계약서의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채 장기간 방

치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의 신뢰를 야기하는 외관을 창출ᆞ유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46)

그런데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목적 때문에 현명이 있는 경우와 현명이 없는 

경우를 같게 취급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위 설명은 우선 현명이 있는 

경우와 현명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목적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 법률효과의 귀속 문제를 검토한다. 이 설명에 따른 결론에는 동

4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1669 판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803 판결 등 참조.

45) 최봉경(주 43), 150.
46) 최봉경(주 43), 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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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만 설명의 방식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명의도용 사례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삼각관계라는 표면적 

유사성만 있다고 해서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2) 인지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자. 이 사건은 단순히 타인이 본인

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와는 구분된다. 단순한 명의도용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자

신의 명의가 도용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타인에게 명의사용에 대한 어

떤 권능도 부여한 바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때 명의를 도용당한 본인은 명의

사칭자와 제삼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의사도 없었고 권리외관

을 창출하는 데 책임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리관계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A가 자신의 형 B에게 아파트 매매에 관한 권한이

나 명의사용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인장과 일체의 서류를 맡겼다는 점에서 

대리의 삼각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B가 A의 명의를 사칭하

였기 때문에 현명 자체는 없었지만 아파트 매수인인 C와 사이에서 매매의 법률효

과를 A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명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

다. 또한 A 명의를 사칭한 B의 아파트 매도는 A가 B에게 위임한 아파트 관리를 

벗어난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구조적으로 유사하

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제126조가 상정하고 있는 요건, 즉 유효한 대리관계, 현명, 

권한 외의 법률행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각 요건과 유사

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윈터의 분류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제126조 표현대리의 

이차적 확장에 속하는 것이다.

제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차적 확장의 경우 법원은 핵심 사례에 적용되는 법

규범이 그 확장 사례에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를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47) 이차적 확장에 관한 인지적 설명이 타당하다면 이러한 경향은 우

리 판례에서도 발견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의 사건

47) 제5장 제2절에서 다루었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 여부를 사건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Gagnon v. Scarpelli, 411 U.S. 778 (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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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자. 이 사건에서는 처(妻, 소외 1)가 타인(소외 2)과 공모하여 남편(피고)

의 주민등록증의 남편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그 타인의 사진을 붙인 다음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상호저축은행(원고)의 담당직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타

인이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 및 어음거래약정서 등에 남

편의 인장을 날인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

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

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제126조의 유추적용을 부정하였다. 이 사건도 위 아파트 매매 사건(92다52436 판

결)과 마찬가지로 타인 명의도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에게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하지 않았

고, 거액의 금원을 대출하는 행위는 민법 제872조가 정한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 명백하고, 특히 피고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타인과 어떠한 관

련도 없었다. 단지 처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무단히 

이용하였던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피고는 상대방인 원고가 신뢰할 만한 외

관을 창출ᆞ유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126조의 유추적용은 부정되었다. 다시 말

해, 이 사건에 제126조를 유추적용 하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관계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간의 유사성이 현저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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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명

민법 제114조
핵심

사례

‘본인–대리인–제삼자’ 
삼각관계 ○ ○ ○ ○ ○ ○

민법 제126조
일차적

확장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 ○ ○ ☓ ○

92다52436
명의도용

이차적

확장

동생으로부터 아파트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형이 동생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아파트를 매매한 사안

○ △ △ ○ ☓ ☓

2001다49814
명의도용

예외

사례

처가 타인으로 하여금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대출을 받은 사안

☓ △ △ ☓ ☓ ☓

<표 7> 표현대리와 명의도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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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서의 인지적 분석: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제1절에서는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와 유추가 법적 추론

에서 활용된 예들을 살펴보았다. 이 예들을 통해서 윈터의 인지적 분석방법이 우

리 법체계에도 적용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예들은 인지적 분석방

법의 기초가 되는 신체화된 인지이론의 전제인 인지적 공통성을 보여주는 사례들

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법적 추론 과정에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와 유추라는 인지적 기제가 개입된다는 사실은 미국 법원에서뿐만 아니라 우

리 법원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인지적 기제들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하나의 

판결을 산출하는 데 어느 하나의 인지적 기제만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판결을 산출해내는 과정에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와 유추가 모두 어우러져 법적 추론을 이끌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성전환자

의 공부상 성별 정정 허가 사건을 중심으로 인지적 기제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법적 추론을 이끄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 비판적 담화분석으로서의 인지적 분석

제5장에서 살펴보았던 법적 추론에 대한 윈터의 인지적 분석은 담화분석

(discourse analysis, 또는 담론분석)의 특징을 가진다. 담화분석이란, “담화라고 일

컬어지는 언어 활용 단위들의 구조, 유형, 의미, 특성, 소통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담화는 담론, 언술, 혹은 언설이라고도 하는데, 언

어학에서 문장 이상의 언어단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쓰이거나] 말해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담화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48) 푸코(M. Foufault)의 관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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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란 에이즈에 관한 담론처럼 사회적 실천을 구성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에

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담론적 실천(discoursive practice)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이기도 하다.49) 인지의미론을 포함한 인지언어학은 담화분석, 즉 담화의 이데올로

기 분석에 종종 활용된다. 인지언어학의 탄생을 이끈 레이코프는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나타나는 어의(語義)의 차이를 인지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정

치적 담론에 사용되는 어휘들의 이면에 깔려 있는 무의식적인 프레임과 은유(그리

고 다른 개념적 단위)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50) 

레이코프가 수행한, 미국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정치담론에 대한 은유 분석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51) 협의든 광의든 간에 법규범과 판례도 일종의 

담화이기 때문에, 담화분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윈터는 인지언어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법 텍스트를 분석한 것이다.

담화분석방법으로서의 인지적 분석방법은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특정한 법적 결정에 대한 인지적 분

석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법적 결정의 기저에 있는 인지과정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제4장과 제5장에 살펴보았듯이 이 인지과정은 특정한 법칙을 완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무제한적인 것도 아니다. 이 인지과정은 레이코프

와 존슨이 말하는 복합적이고 암묵적인 구조인 개념체계들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

동한다.52) 바로 이 암묵성과 자동성―레이코프와 존슨이 말하는 인지적 무의식―

48) 한국교육평가학회 편, 교육평가용어사전, 이상길 저술 부분 (서울: 학지사, 2004) (http://terms.na
ver.com/entry.nhn?docId=1923934&cid=531&categoryId=531).

49) Renée Dirven, Frank Polzenhagen, and Hans-Georg Wolf, “Cognitive Linguistics, Ideology,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ed. Dirk 
Geeraerts and Hubert Cuyckens (Oxford;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7), 1223. 푸코
의 ‘담론’ 개념을 그의 저서별로 구분하여 정리ᆞ비교한 국내 문헌으로는, 허경, “미셸 푸코의 "담
론" 개념 -"에피스테메"와 "진리놀이"의 사이-,” 개념과 소통 9 (2012): 5 이하.

50) Roberta Pires de Oliveira, “Language and Ideology: An Interview with George Lakoff,” in 
Language and Ideology, Vol. 1, Theoretical Cognitive Approaches, ed. Renée Dirven, Bruce 
Hawkins, and Esra Sandikcioglu (Amsterdam: John Benjamins, 2001), 23–48. 

51) 미국의 정치담론의 은유 분석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George Lakoff, Moral Politics: What 
Conservatives Know that Liberals Do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George Lakoff,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Pub. Co., 2004); George Lakoff and the Rockridge 
Institute,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A Progressive's 
Handbook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6).

52)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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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지과정은 비성찰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의 개념과 

이해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비성찰적 인지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념

과 이해의 내용 자체도 상당부분 비성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념

과 이해의 기저에 있는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인지과정에 대한 분석은 개념과 이

해의 비성찰적 측면에 관한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적 추론에 

대해 인지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관행적 사고가 무엇인지 추적해볼 수 있다(진단

적 기능53)).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개념적 은유는 범주화, 유추 등의 기저에 있는 

인지적 기제로서 추상적 사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념적 은유는 목표영역을 원천영역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영

역의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은폐시키는 기능을 한다. 개념적 은유의 부각과 

은폐 기능은 단순히 수사적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표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범죄는 바이

러스’ 또는 ‘범죄는 맹수’라는 은유를 각각 보여주고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

상의 정책적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54) 그 결과 ‘범죄는 바이러스’ 은유에 노출된 

사람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더 많이 하였고, ‘범죄는 맹수’ 은유에 

노출된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적 결정을 더 많이 하였다. 그

렇다면 담화의 이면에 있는 개념적 은유를 파악함으로써 그 담화에서 특정한 주

장이 어떠한 프레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주장이 어

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허가’에 관한 일련의 판례들을 분석

함으로써 인지법학의 비판적 방법론으로서의 유용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성전환자

의 성별 정정에 대한 주요 판례들을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우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된 우리 판례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분석의 대상 판결들이 다른 판례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본격적인 분

룡ᆞ윤희수ᆞ노양진ᆞ나익주 역 (서울: 박이정, 2002), 40.
53) 진단적 기능에 관해서는, 제1장 제2절 참조.
54) Paul H. Thibodeau and Lera Boroditsky, “Metaphors We Think with: The Role of 

Metaphor in Reasoning,” PLoS One 6, no. 2. (2011): e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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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할 것이다.

II. 성전환자의 성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

1. 성과 성별

성전환자의 성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성과 성별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

성(性; ‘sex’ 또는 ‘gender’)이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여성 또

는 남성으로서의 신분을 표시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55) 성이란 개념은 본래 생물

학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적ᆞ법적으로 형성된 개념이기도 하다. 젠더

(gender)는,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 지오(GO, 정부기구)회의 결정에 

따라 성(性)에 대한 영문표기 섹스(sex)를 대신하여 새롭게 쓰기로 한 용어이다.56) 

우리말로는 젠더와 섹스 모두 ‘성’이라고 번역되지만 원어 상의 뉘앙스에는 미묘

한 차이가 있다. 대체로 젠더는 사회적인 의미의 성이고, 섹스는 생물학적인 의미

의 성을 뜻한다.57) 그리고 섹스라는 용어의 사용은 남녀를 생물학적인 차이로 구

분함으로써 남녀를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고, 젠더라는 용어의 사용

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서 성의 사회적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남녀의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한다. 사람의 성은, ① 

염색체에 의한 성, ② 성선(性腺)의 성, ③ 내성기의 형태에 의한 성, ④ 외성기의 

55) Francisco Valdes, “Queers, Sissies, and Thomas, Deconsntructing the Conflation of “Sex”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in Euro-American Law and Society,” 83 Cal. L. Rev. 
(1995): 20, 이로문, “性轉換과 性轉換者의 民法的 考察,” 법학논총 24, no. 4 (2007): 264에서 재
인용.

56)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28861.
57) 생물학, 인류학, 심리학, 역사학 등에서는 꾸준히 섹스와 젠더의 구분에 관하여 다양한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들과 최근 이론동향에 대해서는, Merry E. Wiesner-Hanks, 젠더의 

역사, 노영순 역 (서울: 역사비평사, 2006), 15-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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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의한 성, ⑤ 호르몬작용에 의한 성, ⑥ 양육(養育)된 성, ⑦ 심리학적인 성

과 같이 적어도 7개의 항목에 의하여 결정된다.58) 이와 같은 성별의 이분법은 사

람들을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범주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성 범주를 명확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소수이지만 발생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간성자(間性者)59)의 성이나 생물학적 성과 심리적ᆞ정신적 성이 불일치하

는 성전환증자의 성을 포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생물학적 모형’으로서의 성별과 성의 판별에 관한 사회통념설

(1) 성에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성이 존

재한다는 것이 발생학에서의 정설이라고 한다.60) 그러나 한국의 법률체계는 아직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범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성을 개

별적으로 범주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법률체계가 성에 대한 이분법적 관

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 개인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 짓는 데 일정한 기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별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지만, 우리 법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서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법원은 성별을 생물학적 기준

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 한 지방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에 대

해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 성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남성이 성자아 

또는 성별동일성의 인식에 장애가 있어 본인 스스로 여성이라고 믿고 여성처럼 

58) 대한간호학회, 간호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6) 참조.
59) 간성(間性, intersex) 또는 반음양(半陰陽)이란, “생식선의 발육이상에 의해 1개체가 양성의 생식

선을 가지거나 생식선과 일치하지 않은 외음부나 2차적 성징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1개체 내
에 난소와 정소를 별개로 가진 경우를 진성반음양(眞性半陰陽, true hermaphroditism)이라 하고, 
외음부가 개체의 생식선에 일치하지 않으며 혼동되기 쉬운 형을 하고 있는 경우를 위반음양(僞半
陰陽) 또는 가성반음양(假性半陰陽, pseudohermaphroditism)이라 한다[대한간호학회, 간호학대사

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6) 참조]. 간성의 경우에는 어느 성을 갖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확정수술이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성전환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60) 閔裕淑,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의 가부(可否),” 대법원판례해설 60 (법원도서관, 2006년 상반
기):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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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는 성전환증은 일종의 정신질환으로서 각종의 치료방법에 의하여서도 치유

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외과적인 수술로써 그 신체에 여성이 가지는 일부 해부학

적인 성기의 외관을 갖추어 놓았다면 이는 여성으로서의 주요한 내부성기를 지니

지 못한 채 여성과 일치하는 일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음

에 불과하여 그를 완전한 여성으로 볼 수 없다.”61)라고 보아 성전환수술을 받은 

신청인의 공부상 성별을 정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성염색

체를 성별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생물학적 모형으로서의 성별 개념에 따른 귀결

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법원이 취하였던 생물학적 모형으로서의 성별 개념은 이른바 ‘환유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다발 모형에서 그 다발을 구성

하는 한 가지 이상적 인지모형이 전체 범주를 대표하기도 한다(제4장 제2절 Ⅱ. 

참조). 이때 그 범주를 대표하는 환유적 모형은 인지적 참조점 역할을 한다. 성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성염색체는 사람이 태아시기부터 결

정된 채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유지되는 생물학적 특성이다. 이러한 고정불변의 

생물학적 징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도드라진 기준이 된다.

(2) 그러던 중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로 성별에 대한 법원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강간

을 당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

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

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62)라고 함으로써 성별 판단의 기준으로 사회적

ᆞ심리적 성을 도입한 것 같은 판시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의 판별에 

관하여 사회통념설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63)

61) 수원지법 1990. 8. 21.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6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63) 閔裕淑(주 60),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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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

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

전환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

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는 형법 제297조가 

규정하는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부녀’가 아니기에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그리

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합동강제추행치상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점에서 대법원

이 사회통념설의 일반적인 설시와는 달리 여전히 생물학적 모형으로서의 성별 개

념을 취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64) 대법원의 이 판결은 학계 및 실무계의 

거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65) 이 판결을 계기로 성전환자의 성별에 관한 법적 논

쟁이 활발해졌다.

3. 성전환자의 성별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및 입법적 노력

(1)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에 관한 판례 

동향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 들어 간성(間性)이 아닌 성정체성 장애를 겪어 성전

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가 법원에 호적성별 정정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990년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기도 했지만,66)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67) 2002년 

64) 참고로, 퍼트남(H. Putnam)의 내재적 실재론을 차용하여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경계를 파악하고
자 시도하였던 안성조,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법철학연구 12, no. 2 (2009): 79 
이하는 ‘부녀’라는 단어를 의미가 고정적인 자연종 명사로 보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녀라는 
자연종 명사의 의미의 객관성을 보존하기 위해 실재론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다. 

65) 예를 들어, 문유석,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인권과 정의 311 (2002): 92는 “…결국 사회통념에 따라 성별이 결정된다는 것은 성의 가변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성의 구별에 대한 일
반론과 이를 실제 사안에 적용한 결론은 다소 자기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
고 비판하였고, 정현미, “강간죄의 객체―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고시계 42, no. 12 
(1997): 66도 “본 대법원 판례는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전환자의 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
서 정작 자신은 성염색체의 구성에 집착하여 그 밖의 다른 기준을 판단척도로 삼는 데 소홀히 하
였다.”고 비판하였다. 

66) 대전지법천안지원 1990. 4. 19.자 90호파7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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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03년 8월 사이 21건의 성전환자 호적정정이 허가되었고(간성 제외), 

2004년에는 허가 10건, 불허가 10건이었으며, 2005년에는 허가 17건, 불허가 6건이

었다. 이처럼 법원은 성전환자가 호적상의 성별 또는 성명의 변경을 신청한 사례

에서 호적정정을 불허68)하기도 하고 허가69)하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

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02. 7. 3.자 2001호파997, 998 

결정은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정의실현의 방

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평가 받았다.70) 이 결정에서 법원은, “성전환수

술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성별 정정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그들에 대한 협력을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개념은 본래 법률상 고유개념이 

아니라, 성 의학 및 생물학으로부터의 차용개념으로서 자연과학에서 엄밀하게 확

인된 성은 법률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성전환증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므로, 사회질서이나 공공복리

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 존중의 권리)을 지닌 소수자로서, 헌법

이념에 따라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법률상 성별 정정을 위하

여는 호적법의 개정이나 위와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이상적이나 현행법령의 헌법

합치적 해석과 수술의 정당성여부를 검증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별도의 입

법조치가 없어도 성별 정정의 허가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부산지방

법원의 위 결정은 그 바탕에 ‘법해석을 통한 법창조기능’, 즉 사법적극주의가 깔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71) 즉 위 결정에서는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 정정을 예상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한 위 [호적법] 조항을 법의 흠결이라고 본다면, 이의 보

67) 사법발전재단 편, 역사 속의 사법부 (사법발전재단, 2009), 465 참조.
68)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사례로는, 서울가정법원 1987. 10. 12.자 87호파3275 결정; 서울

지방법원북부지원 1990. 6. 29.자 90호파451 결정; 광주지방법원 1995. 10. 5.자 95브10 결정; 대구
지방법원가정지원 2001. 4. 24.자 2001호파653 결정 등.

69)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사례로는, 청주지방법원 1989. 7. 5.자 89호파299 결정; 대전지방
법원천안지원 1990. 4. 19.자 90호파71 결정;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995. 2. 18.자 94호파1057 
결정 등.

70)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 법률신문 제3089호(2002. 7. 8), 2.
71) 김민규, “2006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본 성전환(증)자에 대한 법학과 의학의 협력 메커니즘,” 

동아법학 39 (2007):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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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방법]으로 이상적인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호적법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조

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관련 법률이나 호적법상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성전환수술로 성별 정정의 요건을 갖춘 성

전환자들의 신청을 배척하고, 그들로 하여금 입법조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고딕은 필자의 강조). 부산지방법원가정법원지

원이 위 결정에서 취하고 있는, 성전환자의 헌법적 기본권과 헌법합치적 해석을 

동원하여 성전환자의 호적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리가 그 후 법원의 입장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듯하였다.72)

(2) 2000년대를 전후하여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하는 결정들이 다소 증

가하면서 2002. 11. 4.에는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로 이른바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1934호)’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지만 결국 16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위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73) 이후 2006. 4. 12.에 발족한 ‘성전환자 성별변경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의 초안을 마

련하였다. 같은 해 8. 21. 이 공동연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과 공동으로 ‘성

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9. 4.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아직

도 해당 특별법은 그 입법이 무산되고 지금은 논의조차 맥이 끊어진 상태이다. 이

처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점진적으로 인정해오던 사법부와는 달리 입법부에

서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상당한 갈등과 난항이 있

었다.

72) 김민규(주 71), 213 주18은, 법률신문 제3459호 2006. 5. 18.자 기사를 참조하여, “부산지방법원가
정지원 2002. 7. 3.자 2001호파997, 998 결정이 내려진 후,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02년 
12월 13일자 결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03. 2. 27.자 결정, 수원지방법원부천지원 2003. 6. 18.
자 결정(間性),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 2003. 8. 4.자 결정(3인),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03. 8. 19.
자 결정 등에서 성별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향도 혼란을 거듭하여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는 전국법원에 22건이 접수되어 10건이, 그리고 2005년에는 26건이 접수되어 15
건이 허가되었다고 한다.”고 하였다.

73) 인터넷 법률신문 2006. 6. 24.자 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
nts.aspx?kind=&serial=208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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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마련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은 1990년대부터 법적인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에 이르러서야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이하, ‘2004스42 결정’)74)에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출생하였으나 남성으로 성

전환수술을 받고 남성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하여 온 신청인에게 호적상 성별 기

재의 정정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판

단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 결정은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크게 신장시

킨 전향적인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성전환자로 하여금 외과수술을 통해 전

환하려는 성으로서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

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개선을 위한 권고를 받았다.

그 후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가 강간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전환된 성, 즉 여성으로 인정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

하였다.75)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판시한 성별 판단의 기준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과 다르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성전환자의 전

환된 성을 인정하였다.

(2)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하, ‘2009스117 결정’)에

서는 성전환자인 신청인이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그(녀)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전

에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성전환수술 등을 받고 법원에 

74) 이 판결에 관한 대표적인 법철학적 논의로는, 김도균,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
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법철학연구 13, no. 1 (2010): 95–
138이 있다. 이 글에서 김도균은 이 판결이 과거 결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헌법정신
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부당결과회피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는 보충의견
이 제시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종래의 헌법학에서 말하는 법해석론과 유사하지만 “그 발상에
는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법원리를 구현하려는 방법론상의 목적이 놓여 있다.”라고 분석한다.

7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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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성전

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

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였

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양창수와 대법관 이인복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이와 더불어 …… 제반사정과 함께 그 성전환자가 사회통

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

소들의 일부로 포섭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성별 정정의 허가 여부를 결

정하면 충분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 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반대의견은 더 나아가 

다수의견에 대하여 “윤리적 또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반한 사회적 통념 또는 인

식을 앞세워서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현저히 퇴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과 같은] 소극적 요건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

까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날선 비판을 

가하였다.

또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은 “다수의견이 과거의 혼

인사실을 이유로 성별 정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에 대하여는 견해를 

같이 하나, 현재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 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혼인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별 정

정신청 당시 그 혼인관계의 실질적 해소 여부와 그 사유, 혼인관계의 실질적 해소

로부터 경과한 기간, 실질적으로 해소된 혼인관계의 부활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이 신분관계에 혼란을 줄 염

려가 있는지를 가리고 그에 따라 성별 정정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다.”라는 또 

다른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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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별 정정을 허용할지 여부

학계나 실무에서 대체로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 기본적인 통설로 자리 잡고 있다.76)77) 물론 구체적으로 성별 정정의 절차에 관

해서는 공부상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성별 정정을 허용해

야 하다는 입장과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린다.

1.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

다. 우선 행복추구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성적 다수자들과 성전환수술을 받아 전

환된 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 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성별 정정

을 인정해야 한다.78) 다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소수자 보호의 원칙과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되어야 한다.79) 또한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

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성전환자가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도록 돕는 

76) 金台明, “性轉換을 둘러싼 法的 問題點에 대한 檢討,” 저스티스 71 (2003): 26 이하; 高宗柱, “性
轉換手術로 인한 戶籍公簿上 性別의 訂正: 性轉換者(transsexual)의 性正體性障碍 克服을 위한 處
遇,” 판례연구 14 (부산판례연구회, 2003): 783 이하; 최정학, “성전환의 법적 문제,” 민주법학 14 
(1988): 211 이하; 문유석(주 65), 92 이하; 閔裕淑(주 60), 2006 이하. 참고로, 閔裕淑은 성전환수
술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로 추종숙, “人格權과 民刑事上의 課題: 落胎, 落胎, 性轉換手術을 中心으
로,” 순천향법학논집 (1995)를 들고 있지만 해당 논문을 구할 수 없었다. 

77) 당시 학계와 실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들도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2004스42 
결정이 있기 전인 2001년 한국갤럽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면 이 사람을 남자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여
자로 봐야 합니까?”라는 물음에 2명 중 1명(즉, 응답자의 53.0%)은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
람을 여자로 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저연령ᆞ고학력자일수록 두드러졌다. 한편 
“남자로 봐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응답자 28.7%였고,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
한 응답자도 18.3%에 달했다. 그리고 당시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원한다면 변경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경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5명 중 3명(즉, 응답자의 58.6%)이 “변경해 
주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임의적인 성전환으
로 올 수 있는 사회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여론”으로 풀이하였
다. 이러한 견해도 역시 저연령ᆞ고학력층일수록 더욱 짙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조사내용에 관
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3&pagepos=9
&search=&searchKyword=&selectYear= 참조.

78) 홍춘의, “性轉換과 戶籍訂正,” 판례월보 308호(1996. 5.).
79) 문유석(주 65), 9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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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법적 조치이다.80) 이처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소

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81)

2.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하는 견해는 대체로 그 절차에 있어서 호적법 

제120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호적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본다. 2004스42 결정의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호적법 제정 당

시에 입법자들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이므로 위 규정은 법률의 흠결을 가

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의 흠결만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배

척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따라서 호적법 제120조의 정정의 대상에 성전

환자의 성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고, 그 보충을 

통해서 성전환자의 성별을 전환된 성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성전환자의 성별을 정정의 대상으로 보는 주류적 입장과는 다소 궤를 달리하

는 주장으로는 성전환자의 성별은 정정의 대상이 아니라 호적법 제23조의 경정의 

대상이라고 보아 성별기재를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 수 있다.82) 이 견해

에 따르면, 호적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이 법령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본적 이

외의 호적기재를 경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법 제23조 및 위 시

행규칙 규정을 성별의 변경을 포함한 호적기재의 경정의 포괄적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그 절차에 관해서 이 견해는, 호적정정절차를 유추적용하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대법원판례에 따라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다고 해석한다.

기본적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절차는 입법적으

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83) 이 견해는, 성의 변경은 당사자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 없이 법원

80) 高宗柱(주 76), 824 이하.
81) 金台明(주 76), 40 이하.
82) 문유석(주 65), 95 이하.
83) 曺喜大, “男女의 性轉換은 現行法上 許容되는가,” 法曹 46, no. 5 (1997): 16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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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으로 성의 변경만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독

일과 같이 입법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호적법이 성전환이나 성의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이를 허

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규정의 제정 당시 입법자들이 미처 이러한 문제를 상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절차적 규정이 미비만을 이유로 성전

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크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성전환자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성별 정정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본다.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규정의 흠결이라

기보다는 절차규정의 미비로 이해한다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에 관한 명

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 더욱 정당해 보인다.84)

IV.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인지적 분석

1. 2004스42 결정에 대한 기존 논의

2004스42 결정에 대한 인지적 분석에 앞서 2004스42 결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

를 간략하게 정리해봄으로써 이 결정의 의의와 문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우선 2004스42 결정의 결과적 타당성을 알아보고, 2004스42 결정은 법

관들에 의한 법형성인지 여부에 관해서 알아본다.

(1) 2004스42 결정의 결과적 타당성

후술할 법리적 평가와는 별개로 2004스42 결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다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법원은 2004스42 결정을 위해 2006년 6월 18일에 

84) 閔裕淑(주 60),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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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비뇨기과 전문의와 

목사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비공개심리

를 열었다. 대법원은 2년이라는 긴 숙고의 기간을 거쳐 우리의 법문화를 한 걸음 

더 성숙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2004스42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우선 2004스42 결정은 소외와 차별을 받아 온 소수자인 성전환자를 우리 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대

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반하

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는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개인의 행복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재

판부는 2004스42 결정이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싹트는 계기로 기능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전환자는 그 동안 의학적인 

치료를 받거나 성전환수술을 거쳤음에도 호적에는 종전의 성으로 남아 있어 비정

상적인 사람으로 취급 받거나 취업을 제한 받기도 했다. 이처럼 소외된 소수자의 

헌법적 권리를 찾아준 2004스42 결정은, 드워킨(R. M. Dworkin)이 말하는 통합성

(integrity)으로서의 법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법원리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정을 하

려고 노력해야 하는 법관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85)

다음으로 2004스42 결정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받아들인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성전

환을 인정하고 공부상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도 성전환자의 공

부상 성별 정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86) 이처럼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성전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법부 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미 2004스42 결정 이전인 

2002년 즈음부터 2004스42 결정과 유사한 견지에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

한 하급법원들의 결정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즉 사법부 역시 성별의 

8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도균(주 74) 참조.
86) 주 77의 여론조사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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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관하여 생물학적 요소에 집착하던 낡은 태도를 버리고 신청인의 심리적ᆞ

사회적 성을 인정하고자 종합적인 판별기준을 법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

였다.87) 2004스42 결정에서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 정신적

ᆞ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

므로”라는 부분을 통해 대법원이 사법부 안팎에서 일고 있는 인식 변화를 분명히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4스42 결정으로 인하여 성소수자의 기본권 문

제에 관한 우리의 법문화가 세계적인 법 발전 추세와 보조를 같이 할 수 있게 되

었다.88) 

마지막으로 2004스42 결정은 성별변경에 관한 법제적 뒷받침이 없는 실정에서 

성별변경의 기준을 나름 마련하여 이후 예상되는 관련 입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고 있다. 2004스42 결정의 재판부는 성별변경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

라 국제보건기구(WHO) 등의 분류 자료를 근거로 '성전환증'을 “생물학적 성에 대

해 불편함을 느끼면서 반대 성으로 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반대 성의 신체

에 일치하도록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엄격하게 정의했다. 

성전환증으로 진단 받으려면 바뀐 성으로서 정체성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돼야 

하고 다른 정신장애증상 등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2004스

42 결정의 반대의견은 관련법률 제정을 촉구하였다.

(2) 법률의 해석 한계를 넘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4스42 결정은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였다

는 점에서 그 결론은 정당해 보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과연 법의 목적

적 해석 또는 헌법합치적 해석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선 법관에 의한 법형성인지

87) 사법부의 인식전환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는, 高宗柱(주 76), 423 이하를 들 수 있다. 참고로, 후에 
고종주 판사는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도3580 판결 사건의 제1심)의 재판장으로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88)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지난 1972년 최초로 ‘성별의 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독일과 이
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각각 성전환법을 제정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
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다른 입법과 판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4년 호적정정을 허용
하지 않던 종래의 입장을 변경,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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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란거리이다. 2004스42 결정의 다수의견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89)이 갖추어진 경우에 호적법 제120조90)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

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문제는 성전환자

의 성별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에 의하여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는 원시적 착오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은 다수의견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에 성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를 이러한 

정정의 대상으로 포섭시킬 수 있는가는 쉽사리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91)

과연 호적법 제120조 해석의 범위 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이 가

능한가? 2004스42 결정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했던 지점이 바로 

이 쟁점이다. 다수의견은 명시적으로 호적법 제120조의 착오에 후발적 착오가 포

함되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호적

의 기본원칙을 논거로 삼아 호적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분관계를 

공부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호적법의 취지만을 근거로 성전환자의 성별을 정

정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법률의 해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적법 

제120조가 말하는 ‘착오의 정정’에 후발적 착오로 인한 기재의 변경이 포섭된다고 

보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관점을 바꿔서 성전환자의 성이 원시적

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호적법 제120조의 정정에 포섭시킬 

89) 2004스42 결정이 제시하고 있는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허가 요건은, ①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
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②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할 것]”, ③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
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을 것]”, ④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출 것]”, ⑤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
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
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⑥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전환된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을 것]”, ⑦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90) 호적법 제123조: 戶籍의 기재가 法律上 許容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錯誤나 遺漏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利害關系人은 그 戶籍이 있는 地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어 戶籍의 訂正
을 신청할 수 있다.

91) 문유석(주 65), 95-96은 호적법 제23조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을 성별의 변경을 포함
한 호적기재의 후발적 변경(경정)의 포괄적 근거규정으로 보고, 그 절차는 호적정정절차를 유추적
용하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호적법 제123조)절차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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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의 기재에 남녀라는 이분법적인 범주만이 존재하고 성

전환자가 자신의 성을 인식하고 정신적 성을 추구해나가는 시점이 출생 후 상당 

기간이 흐른 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전환을 원시적 착오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2004스42 결정의 타당한 해석방법이 될 수 있을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외

형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률이라도 그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

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법률을 곧바로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지침이다.92) 그런데 합헌적 법률해석도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와 입법의 목

적을 넘어서는 안 된다.93) 그러나 2004스42 결정은 호적법 제120조의 해석에 있어

서 헌법합치적 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94)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4스42 결정은 법률의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다. 현행법상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용할 것을 규정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호적정정을 불허한다면 입법이 이루어지지 전까지 수많은 

성전화자들은 인권침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9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다수

의견은 입법의 불비로 발생하는 성전환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적극주의적 입장에서 일종의 법형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96)

2. 다발 모형으로서의 성별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

대법원은 2004스42 결정에서 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92) 김진, “성전환자의 성별 확인과 공부(公簿)상 성별 기재의 변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2008), 143.

93) 李康國, “憲法合致的 法律解釋: 西獨에 있어서의 理論과 實際”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0), 
118 이하; 김진(주 92), 144. 

94) 김진(주 92), 146.
95) 김진(주 92), 156.
96) 이러한 설명에 대해 해석과 법형성의 한계가 명확한 것이 아니고 해석을 통한 법형성이 가능하

다는 법철학적 반론이 가능하다. 다만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사건에 대한 인지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해석과 법형성의 관계에 관한 분석 및 비판은 논의의 범위를 벗
어난다. 



194

정신적ᆞ사회적 요소까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다. 이는 1996년 이래로 우리 법

원이 취하는 사회통념설적인 입장이기도 하다.97) 대법원은 우선 “호적법을 포함하

여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법적 성별이 이분법적 범주임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이

어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개인의 성이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ᆞ성기 등 생

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

한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생물학적인 성의 발달과정이다. “모체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태아는 남성과 여성별로 각기 다른 성염색체를 갖고, 각 성염색

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 생식기와 이어서 외부 성기가 형성ᆞ발달하여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ᆞ정신적인 성이 출생시 확인될 수 있는 성염색체 및 내부 

생식기ᆞ외부 성기와 일치하여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나타[낸다.]”는 것이

다. 그리고 대법원은 성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요소에 덧붙여 정신적ᆞ사회적 요소

가 있음을 밝힌다.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

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ᆞ태도ᆞ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ᆞ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성 개념의 

이상적 인지모형은 서로 다른 인지모형들이 결합된 다발 모형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다발 모형이란 여러 개의 이상적 인지모형이 한 데 묶여 이루어진 인지모형이

다.98) 대표적인 예로는 ‘어머니’에 대한 이상적 인지모형을 들 수 있다. 어머니 범

주의 이상적 인지모형은 출산 모형, 유전 모형, 양육 모형, 결혼 모형, 가계 모형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모형들의 다발로 구성된 ‘어머니’ 범주의 이상적 인지모형 

속에서는 아이에 대한 양육자로서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하여 그 아이를 낳은 여

인이 원형적인 어머니로 인식된다. 대법원이 판시한 성 개념에 관해서 생각해 보

자. 판시 내용에 드러난 성 개념의 이상적 인지모형은 염색체 모형, 생식기 모형, 

9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참조.
98) Lakoff(주 2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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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체감 모형, 성역할 모형 등의 다발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염색체 모형과 생식

기 모형은 생물학적 모형으로, 성정체감 모형과 성역할 모형은 사회심리적 모형으

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형의 원형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심리적 성이 일치

하는 경우이다. 

원형적인 성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대로 반

영한 실재론적인 것은 아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간성이 있고, 사

회심리적 성의 기준이 되는 성역할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

고, 성정체감 역시 개인에 따라서 그 강도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 

남성은 생물학적으로나 성정체감의 측면에서는 분명 남성으로 평가되지만 성적 

지향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남성과는 매우 다르다. 또한 ‘여장부(女丈夫)’라는 단어

를 생각해 보자. ‘다 자란 씩씩한 남자’라는 뜻의 장부(丈夫)라는 말 앞에 여(女) 

자를 덧붙여 ‘남자처럼 굳세게 기개 있는 여자’를 뜻하는 여장부라는 단어가 형성

된다. 이 모순형용의 단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에 일치하지 않는 여성의 

존재를 방증한다. 이렇듯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모형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는 

(비교적 구분이 명확한) 생물학적 성과 (매우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 사회심리적 

성이 일치하는 이상적 인지모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 인지모형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부 모형들도 역시 이상화되어 있다. 

대법원이 생물학적 요소를 성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범주화의 인지적 기

제 중 환유(換喩) 모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발달의 이상적 인지모형의 

원형적 사례들에서 생물학적 성은 성 개념의 인지모형을 대표하는 환유적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성별은 사람을 분류하는 기능을 가진 매우 기본적인 범주이기 때

문에 생물학적 성과 같이 명확한 구분 기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성은 

심리사회적 성을 개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이 안식처 및 피난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지붕이 주택에 관한 인지모형을 대표하는 요소, 즉 환유적 요소로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다(제5장 제4절 Ⅰ. 참조). 물론 이러한 환유적 

모형은 모든 구체적인 사례들에 들어맞는 절대적 인과성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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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된 사건의 진행에서는 매우 높은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3. 성전환증 진단기준 및 성전환에 관한 인지모형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4스42 결정은 성별의 이상적 인지모형을 다발 모형에 

기초하여 구축하였다. 성별과 같이 매우 기본적인 개념에 관해서는 일반인들도 상

당히 구체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소위 사회통념에 따라 성

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설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스42 결정에서의 핵심 문제는 ‘성전환자의 성별’이었다. 최근 들어 성소수자들

(이른바 LGBT99))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

고, 매스컴을 통해서 성소수자들이 대중 앞에 선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은 본인이 성전환자이거나 성전환자를 가족이나 친지로 둔 경우가 아니고서

는 일반 대중이 성전환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성전환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

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법원도 역시 통상적인 성별의 개

념과 달리 성전환자의 성별에 대한 개념을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

하다.

2004스42 결정에서 법원은 이러한 낯설음을 방증하듯 성전환자의 성별 개념에 

관해서 이해하기 위해 성전환증(Transsexualism)에 관한 정신의학적ᆞ심리학적 설

명을 참조한다. 2004스42 결정은 성전환증의 임상적 진단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제10차 국제질환분류(ICD-10, 1994년)에서 성

전환증을 성정체성(성적 동일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의 하나로 분류하

여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적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성으로 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선호하는 성의 

신체에 가능한 일치되도록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하면

서 성전환증으로 진단되려면 전환된 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

99) LGBT는 ‘Lesbian, Gay, Bisexual, & Transgender’의 줄임말.



197

되어야 하고, 다른 정신장애증상 또는 성염색체 이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한편, 미국 정신과 학회가 마련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3

판(DSM-Ⅲ, 1980년)에서는 성전환증을 사춘기 이상의 환자가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느끼며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반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2년 이상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위 

편람 제4판(DSM-Ⅳ, 1994년)에서는 성전환증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고 성정체성 장애에 포함시켜 분류하였으나, 현재 많은 임상가들은 성전환증이

라는 진단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스42 결정에서 위 진단기준을 참조하여 공부상 성별 정정 신청

자가 성전환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①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ᆞ발달되어 출생한다. ②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

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ᆞ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

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

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

되지 않는다. ④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ᆞ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

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

롯한 신체를 갖춘다. ⑤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

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

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한다. ⑥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된다.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대법원의 위와 같은 설시는 성전환에 관한 이상적 인지

모형에 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내지 ③은 성전환증의 진단기준과 일치하

는 기술적인 설명이지만, ④ 내지 ⑥은 성별 정정 신청자를 성전환자로 인정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기준으로 보인다. 인지적 관점에서 ④ 내지 ⑥이 

성전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에 포함된 것은 이른바 ‘원형으로의 축소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Bronston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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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적인 거짓말로 축소하여 이해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제5장 제1절 Ⅱ. 참

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원형효과는 범주화와 의미에 내재적인 맥락과 목적에 대

한 암묵적 지식에 의해 생성되는 심리적 현상이다. 그런데 원형적 사례의 현저성 

때문에 종종 그 사례 자체가 필요충분조건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그 이

면에 있는 배경적 지식들이 은폐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원형으로의 축

소라고 부른다. 상당한 신체적 침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성전환수술은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환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성전환증자들은 비용 때문에 

성전환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성전환수술은 방식과 변형의 정도

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수술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의 수술보다 어렵고 위험하다. 그러나 ④ 항목은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⑤ 항목은 전환된 성에 전형적인 외관을 갖추고 전형적인 성

적ᆞ직업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이 항목도 외관과 성역할의 다양성을 무

시한 것이다. ⑥ 항목은 성전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인 객

관적 인식을 성전환자에게만 요구하고 있다.

4. ‘성전환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은유에 기초한, 성전환의 이상적 인지모형

(1) 대법원이 설시한 성전환의 여섯 단계는 성전환에 관한 일종의 내러티브

(narrative)이다.100)101) 우선 ‘여행’ 은유, ‘원천-경로-목표’ 도식 그리고 내러티브의 

100) 이위크(P. Ewick)와 시블리(S. Sibley)의 정의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화자가 선택한 과거 사건들
과 인물들을 ‘시작-중간-끝’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Patricia Ewick and Susan Silbey, “Subversive Stories and Hegemonic Tales: Toward a 
Sociology of Narrative,” Law and Society Review, 29 (1995): 197-226].

101) 내러티브의 인지적 기능을 연구하였던 대표적인 학자로는 인지심리학자 브루너(J. Bruner)를 들 
수 있다. 그는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86)
와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96) 등의 대표작을 통
해서 인간의 인지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내러티브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관장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aking Stories: Law, Literature, Lif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와 Anthony G. Amsterdam과의 공저 Minding the Law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2000)에서는 법적 사고가 내러티브적 측면을 가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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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알아보자.

사건들과 인물들이 단순히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것

을 하나의 일관된 내러티브로 인식하지 않는다. 일관된 내러티브에는 일정한 배열

(configuration)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102) 이때 내러티브의 내적 구조에는 ‘원천-경

로-목표’ 도식이 사상될 수 있다.103) 윈터는 내러티브와 관련해서 ‘원천-경로-목표’ 

도식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함의가 있다고 말한다.104) 첫째, 목표로 향하는 통로

를 따라 움직인다는 개념은 움직이는 실체인 인물을 수반한다. 목표를 향해 길을 

떠나는 이 인물(여행자)이 내러티브의 주인공(protagonist)이 된다. 결국 그 내러티

브는 그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둘째, 내러티브를 이해하려는 우리는 ‘목적

이 있는 삶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은유에 따라 주인공이 극복해야 할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진다. 그 난관이 내러티브의 초점인 갈등(agon; 예: 

투쟁, 경쟁, 적대자와의 극적인 충돌 등)을 제공한다. 셋째, 내러티브의 구조에는 

시간 개념이 수반된다. 이때 시간은 실제 세계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고, ‘원천-경

로-목표’ 도식에서 시간이 주인공을 향해 오거나 주인공이 시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원천영역을 여행으로 하는 내러티브의 은유적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도식

화 할 수 있다.105)

최초상태

→ →
최종상태

주인공 적대자와의 갈등 → 해결 목적지

원천 경로 목표

<그림 1> 기본적인 여행 내러티브 구조

이처럼 인지적 관점에서 내러티브의 내적 구조에는 ‘여행’이라는 원천영역이 

102)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trans. Kathleen McLaughlin and David Pellau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65.

103) CF, 108. 참고로, Lakoff(주 28), 349-50은 ‘시나리오’를 시간 영역에서 ‘원천-경로-목표’ 도식에 
의해 구조화된 것으로 설명한다.

104) 다음 세 가지 함의에 관한 설명은, CF 108-109를 따름.
105) <그림 1>은, CF, 109에서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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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되어 있고, 그 원천영역의 기저에는 ‘원천–경로–목표’ 도식이 사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행’이라는 원천영역은 여행자, 목적지, 여행의 일정 등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Jones & Laughlin 사건에서 화이트(White) 판사의 개념적 은유 

분석에서 보았듯이 ‘여행’ 은유의 기저에는 ‘원천–경로–목표’ 도식이 있다. ‘여행’ 

은유에서 중간 단계의 목표는 중간 단계의 목적지이며, 최종 목표는 최종 목적지

이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는 경로를 따른 이동이며, 목표 성취에서의 진전

은 목적지를 향한 이동이며, 시작 상태는 출발 위치이며, 최종적으로 목표를 성취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106) 

내러티브에 대한 인지적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대법원이 여섯 단계의 과정으로 

제시한 성전환의 이상적 인지모형은 ‘성전환은 여행’라는 개념적 은유에 기반을 

둔 내러티브로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성전환도 이 

기본적인 여행 내러티브 구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성전환증자

가 타고난 생물학적 성은 최초상태인 원천 즉 출발지이고, 성전환증자가 되고자 

하는 반대의 성은 목표 즉 최종 목적지이다. 그리고 생물학적 성과 정신적 성의 

불일치는 갈등이며, 이 갈등의 해결은 성전환수술이 된다. 다시 말해, 성전환수술

을 통해 반대의 성으로의 외관을 갖추는 것이 목적지로 향하는 전진이 된다. 이처

럼 ‘원천–경로–목표’ 도식의 투사를 통해 성전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의 

내용은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최초상태

→ →

최종상태

성전환증자의
생물학적 성별

생물학적 성과 정신적 성의 
불일치 → 성전환 수술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별

원천 경로 목표

<그림 2> 성전환에 관한 기본적인 여행 내러티브 구조

106) Lakoff 등(주 52),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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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전환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은유의 기초가 되는 ‘원천–경로–목표’ 도

식을 성전환의 과정에 투사할 수 있는 데에는 ‘그릇’ 도식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그릇’ 도식은 흔히 범주 개념에 사상된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 사상될 수 있는 기반은 대표적인 일차적 은유 중 하나인 ‘범주는 그릇’ 

은유이다. ‘범주는 그릇’ 은유는 “펭귄은 조류에 속한다.”라는 예로 잘 나타난다. 

‘범주는 그릇’ 은유를 통해 공간 안의 경계 지어진 영역의 관점에서 개념화되는 

모든 범주들에 사상된다.107) 대법원도 사람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쪽에 ‘포함’

된다고 말하였고, 성전환증은 생물학적 성과는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의 이면에는 ‘범주는 그릇’ 은유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성과 전환하고자 하는 성이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여행의 출발지와 목적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 성전환에 대한 은유적 이해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요소는, 성전환자가 생

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ᆞ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갖는다는 것과 그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을 전환된 성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성별 

정정허가이다.

우선 성전환자가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ᆞ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갖는다는 것으로부터 불일치감 및 위화감ᆞ혐오감이 성전

환이라는 은유적 여행을 감행하게 만드는 동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여행’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성전환의 이상적 인지모형에서는 이 동기가 의

학적 치료로 억제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성전환이라는 여

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③ 항목 참조). 성전환을 하려는 사람은 이러한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성전환수술이라는 중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성전환자에게 생

물학적 성에 의해 정해진 신체의 외관은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걸림돌이 된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전환수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전환의 은유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에서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는 성

전환자가 전환된 성으로 인정받는 것, 즉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는 중

107) Lakoff 등(주 52),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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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반대의 성이라는 새로운 영토로 넘어온 여행객에 대한 입

국심사와 다름이 없다. 주변사람들로부터 전환된 성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인 승인을 받아야 성전환자는 비로소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

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전환은 여행’ 은유로 생성되는 정신공간에서 법원의 역할은 성전환이라

는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심사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전환의 이상적 인지모형은 대법원이 제정한 성전환자의 성

별 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3호, 이하 ‘성별 정정

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성별 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성

별 정정지침 제3조는 이러한 인지모형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준다. 제3조 5호는 성

별 정정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를 요

구하면서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에 관해, “(ⅰ)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ⅱ)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부터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

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그

러한 성적 주체성 내지는 자아의 발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

술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주체성과 자아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또한 “신

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

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요구하는 성별 정정지

침 제6조 4호는 출발지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여행을 성전환에 사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인지적 분석

2004스42 결정 이후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하, 

‘2009스117 결정’)에서는 성전환자인 신청인이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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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둔 경우 그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 사건에

서 신청인은 이전에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성전환수술 

등을 받고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

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다.”라고 결정하였다. 아래에서는 다수의견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여행으로서의 

성전환’ 모형과 반대의견의 대안을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1. ‘여행으로서의 성전환’ 모형과 ‘부모–미성년 자녀’ 모형의 충돌

(1) 2009스117 결정에서는 성전환을 한 신청인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부모–미성년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일련의 책임들을 가지며, 미성년자인 자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

로나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 없이는 매우 취약한 존재이다. 이러한 책임에

는 양육하기, 보살피기, 달래기, 위로하기, 보호하기, 교육시키기, 단련시키기, 보상

하기, 벌주기 등이 포함된다.108) 이는 일종의 명제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이다. 명제

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이란, 어떤 실체와 그 실체의 특성 간의 관계나 실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명제적 지식으로 이루어진 모형이다.109) ‘부모–미성년 자녀’ 관계에 

관한 이상화된 이해는 다음과 같이 우리 민법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 민법에 부모

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제909조 제1항),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의무가 있으며(제913조),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제91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미성년 자녀’ 관계의 이상적 인지모형이 ‘성전환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108) Lakoff 등(주 52), 409.
109) Lakoff(주 28), 2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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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에 기초한 이상적 인지모형과 충돌하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두 인

지모형의 충돌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허

가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2009스117 결정에서 드러난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위 민법 규정들을 근거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성을 법률

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

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은 부 또는 모의 성별이 바뀌는 상황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고,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

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기에 친권자로서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더욱이 다수의견은 미성년자인 자

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

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시켜 가족을 이룬 사람

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요청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미성년자인 자녀

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그런데 성

별 정정지침 제6조 1호는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성별 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여부만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성별 정정지침 제6조 1호를 성별 정정 허가의 소극적 요

건으로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부 또

는 모가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허가받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의 만족감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혹은 도망치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몰지각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몰지각한 부모로서의 

성전환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 즉 친권자로서의 책임이 끝날 때까지 성별 정정

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다수의견을 이상적 인지모형의 틀 안에서 재구성해 보자. 미성년자인 자녀

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부모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성

전환이라는 여행의 일시 중단이다. 미성년자인 자녀라는 장애물은 신청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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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해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 지연은 ‘성전환은 여행’이라는 이상적 인지모

형이 만들어낸 정신공간에서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은 장기간 동안 넓은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동이기 때문에 잠시 여행을 중단한

다고 해서 여행 자체가 중도에 종료되는, 즉 목적 달성이 아예 좌절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출발지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그 이동이 일시

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막다른 진로로의 진입 때문이 아닌 이상 신

청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미성년자인 자녀는 여행에서의 장애물이 된 것인가? 이는 미성년

자에 대한 원형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견은 신청인이 부모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도외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다수의

견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신청인의 개인적 목표 달성에 조력하지 않겠다

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존재를 곧바로 부모 또는 사회구

성원으로서의 의무의 방기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이러한 비약에는 미성

년자인 자녀가 성전환을 한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 되어 있다. 이러한 판단은 미성년자란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취약하며 부모에 대한 이해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모종의 원

형효과이다. 그러나 대법관 양창수와 대법관 이인복이 반대의견에서도 밝혔듯이, 

부모의 성별 정정에 대한 자녀의 이해나 동의 여부와 자녀에 대한 보호ᆞ교양ᆞ

부양의 모습과 정도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위와 같은 원형효과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공부상 성별 

정정을 하려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는 등식이 성립한다. 여행 내러티브의 틀 안에서 이 등식은 신청자 자신의 자유와 

부모로서의 의무 간의 불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기본적인 여행 내

러티브는 ‘균형’ 도식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화될 수 있다. 내러티브에서 ‘균형’ 도

식이 개념적으로 사상되는 부분은 주인공의 최초상태와 최종상태이다. 이러한 유

형의 내러티브에서 주인공은 어떤 불균형이나 결핍을 야기하는 사건을 겪게 되고, 

이러한 불균형이나 결핍을 해소하여 균형을 되찾는 목표를 향해 나간다.110) 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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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111)

최초상태 → → 최종상태

주 인 공 불균형 또는 결핍 회  복

→
△[축]
균형 →

목표원천 경로

<그림 3> 변형된 여행 내러티브 구조

이러한 내러티브의 구조 안에서 성전환자인 신청인이 취할 수 있는 회복이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은 그 의무 이행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 즉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공부상 생물학적 성으

로 기재되어 있기를 명령한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최초상태

→ →
최종상태

성전환증자의
생물학적 성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방기 [불균형]

→ 의무 소멸 시까지 대기

생물학적 성과 
반대의 성

→
△[축]
균형 →

목표원천 경로

<그림 4>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관한 여행 내러티브 구조

110) CF, 109.
111) <그림 3>은, CF, 110에서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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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적 모형: ‘선택으로서의 성전환’ 모형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4스42 결정과 2009스117 결정의 다수의

견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성전환의 이상적 인지모형이 ‘성전환은 여행’ 은

유를 바탕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모형을 배경으

로 삼을 경우 법원은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성전환에 대한 이러한 이상적 인지모형은 성전환자들의 

실제 삶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물론 이상적 인지모형은 추상화되어 있

다는 점에서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모형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

상에 대한 이상적 인지모형과 그 대상의 실제적인 모습 간의 괴리가 심각하다면 

그 이상적 인지모형은 그 대상에 대한 이해의 틀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아

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성전환자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성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도 전환된 성을 인정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2004스42 결정이 나오기 전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은 2006년 생물학적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한 성전환자(Female–to–Male; 이하, FTM) 38명과 생물학

적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한 성전환자(Male–to–Female; 이하, MTF) 40명을 대상

으로 설문지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2006년 당시 우리 사회에서 성전환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실체적인 모습을 추적하였다.112) 물론 표본을 많이 구할 수 없는 

특수성 탓에 표본의 대표성은 온전히 담보할 수 없었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

전환자의 삶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심층면담 결과, 성전환자들 중 상당수가 성장기부터 내적으로는 성정체감의 혼란 

때문에 주관적 불편감에 시달려 왔고, 외적으로는 동료집단으로부터 따돌림과 차

별을 당함으로써 고통을 겪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기 학교나 청

년기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한 성전환자들이 많았다. 그들이 

112)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2006)는, 2006년 발족한 “성전환자 성
별변경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의 후원으로 성전환자 인권실태
조사 기획단을 구성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성전환자의 삶에 대한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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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심리적ᆞ사회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을 치유하거

나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사회적 분위기는 미흡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성전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였고, 

구직ᆞ취업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3) 응답자의 32.7%

가 가구재산이 3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되어 조사에 응한 성전환자들 중 많은 수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성전환자들 중 28.9%는 

성전환수술비용을 부담이 가장 큰 재정지출 항목으로 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54.1%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주변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한 소개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성전환자의 취업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직업선택

에 있어서는 FTM 성전환자와 MTF 성전환자 집단의 차이가 있었다. FTM 성전환

자들은 공장노동자, 사무직, 운전 등 다양한 직종에 고루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MTF 성전환자들의 경우 40명 중 25명(65%)이 유흥업이나 공연예술에 종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M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보다 MTF 성전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리고 공부상 성

별 정정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78명 중 64명(85.3%)이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

였다. 이들 중 2명은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였고, 3명은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설별 정정을 하지 않은 

나머지 59명은 성별 정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2004스42 결정이 있기 전에는 

성별 정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법원의 결정마저도 일관성이 없어 공부상 성별 

정정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들이 성별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전환된 후의 성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싶은 심정도 중요한 이유였

지만, 사회ᆞ경제적 활동에서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는 것도 성별 정정 신청의 주

된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성전환자는 성별 정정을 하기 전에는 전환된 성별을 가진 사람으로

서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단순히 직업 

선택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성전환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자체를 극도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공부상 성별 정정을 하기 전에는 역설적으로 

113) 이하 내용은,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주 112), 20-150을 발췌ᆞ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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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을 전환된 성별에 어울리게 가꾸면 가꿀수록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더욱 제한

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전환자가 전환된 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적ᆞ직업적 측면에서 전환된 성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한다. 

(2) ‘성전환은 여행’ 은유에 대한 대안을 대법관 양창수와 대법관 이인복의 반

대의견에서 찾을 수 있다. 다수의견은 성전환을 생물학적 성에서 전환된 성으로의 

점진적인 변화 과정으로 보는 반면에, 이 반대의견은 성전환을 개인적 영역에 속

하는 자신의 존재양식 또는 삶의 기본양상에 관한 결단으로 본다. 다시 말해, 반

대의견은 ‘성전환은 선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은유의 틀 안에서 논의를 전개한

다고 볼 수 있다. 반대의견은 “성전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고,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삶

을 영위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 추구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어느 한 사람의 성적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자신의 존재양

식 또는 삶의 기본양상에 관한 결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는 법적으로도 

그에 상응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 성적 정체성에 관한 태도 결정이나 

성적 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한다. 요컨대 

반대의견은 법은 이러한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에 따른 삶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환된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수의견이 전환된 성에 대

한 법적 인정을 성전환이라는 점진적 과정(즉, 은유적 여행) 끝에 달성되는 최종적 

목표로 상정한 반면에, 반대의견은 그 법적 인정이 성전환자의 존엄한 삶의 시작

점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성전환은 선택’ 은유의 기저에는 ‘천칭’ 도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선택은 선택

지들 간의 비교ᆞ평가를 전제로 한다. 이는 ‘선택하는 것은 무게를 재는 것’이라는 

신체화된 은유와 관련되어 있다.114) ‘무게를 재는 것’은 ‘천칭’ 도식의 한 예라고 

114) David McNeill, Hand and Mind: What Gestures Reveal about Though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2)는 선택 상황에서 사람들이 양손으로 무게를 재는 듯한 무의식적인 제스처
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제스처는 ‘선택하는 것은 무게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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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천칭’ 도식은 천칭의 양접시에 힘이 작용하는 영상도식으로 ‘균형’ 도

식의 한 예이다. 존슨에 따르면, 법적ᆞ도덕적 추론에서의 주요한 과제인 증거의 

경중 판단이나 이익형량은 인지적으로 균형 도식에 의존한다.115) 일반적인 사람들

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

들은 생물학적 성에 심각한 불편감을 느끼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기 때문

에 성정체성에 대한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성전환은 이러한 극심한 혼란 끝에 내

려지는 결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수의견의 모형에서도 ‘균형’ 도식이 도입되지만 

여행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반대

의견은 성전환이 가지는 이러한 결단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때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생물학적 성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혼란과 성전환을 했을 

때 증진될 수 있는 행복의 경중을 따짐으로써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대안적 이상적 인지모형의 관점에서 선택의 방향을 바뀌기 위해서는 천칭

의 어느 한 쪽 접시에 힘을 가하듯 선택지들의 경중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성

전환의 문제 적용해 보면, 선택을 통해 전환된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서는 그 선택을 압도할 수 있는 무게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할지 여부는 “성전환

에 대한 법적 승인으로 인한 성전환자의 이익과 그 미성년자인 자녀의 불이익 사

이의 구체적 형량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 형량을 위해서 반

대의견은, 미성년자에 대한 원형효과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전환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전환자를 성전환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버이로 여기는 경우”와 같

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성전환에 대한 법적 승인

으로 인한 성전환자의 이익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는 것’이라는 은유가 신체화된 경험에 기초한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115) Mark Johnson, 마음 속의 몸: 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근거, 노양진 역 (서울: 철학과 현

실사, 200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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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소결

지금까지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허가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성별 정정에 대한 판례의 변화 추이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법의 영역에서 성별이라는 범주가 고도로 과밀화된 장에 속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종래의 성별 개념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성전환자의 성

별 판단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윈터가 말하는 범

주 붕괴 상황인가, 아니면 혁신적 재구성 상황인가? 대법원은 ‘그릇’ 도식을 바탕

으로 한 성별 범주 개념을 고수한 채 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사회심리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범주의 확장을 꾀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은 범주 붕괴 상황으로 평

가될 수 있다(제5장 제4절 Ⅲ. 참조).

이 분석을 통해서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던 2004스42 결정과 그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성별 정정지침의 이면에는 ‘여행’이라는 원천영역으로부터의 개념적 은

유가 있고 그 개념적 은유의 기저에는 ‘원천–경로–목표’ 도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여기에 성전환자에 대한 원형으로의 축소 현상이 반영되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대법원의 입장은 원형적인 남자에 가장 근접한 성전환 남자 또는 원형

적인 여자에 가장 근접한 성전환 여자만을 법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이라는 범주가 성염색체만 다른 경우까지만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원형으로의 축소 현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대로 인권침해의 위험성으

로 결과한다. 기본적으로 원형은 범주화의 참조점으로 작용하고 인지적 경제성을 

돋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형은 그 현

저성 때문에 사고의 폭을 좁히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이 문제되었던 2009스117 결정

에 대한 인지적 분석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대법관 양창수와 이인복)의 논증의 

차이점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여행으로서의 성전환’과 ‘선택으로서의 성전

환’이라는 대조적인 성격규정은 쟁점에 대한 판단의 틀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다

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서로 다른 방향의 법적 추론을 전개하였다. 이때 다수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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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원형으로의 축소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원

형적 가정이 그것이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지적 분석이 최선의 판결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지는 못

한다는 사실이다. 미켈먼(F. Michelman)은 인지법학이 법적 추론의 ‘규범적 제약’

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116) 미켈먼은 법적 판단 및 의사결정에는 

‘예측적(인과적) 제약’, ‘규범적 제약’, ‘동기적 제약’이 요청된다고 본다. 예측적 제

약이란, 판결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규범적 제약

이란, 최선의 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판결이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만 한다는 요구

이다. 그리고 동기적 제약이란, 판사들이 최선의 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판결이 

있으리라고 믿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앞 장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지적 관점에

서, 법적 추론은 완전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측될 수 

있고, 사회적 가치가 안정적인 영역에서는 법적 추론은 확정적인 것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적 제약과 동기적 제약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assiter 사건이나 Chadha 사건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지적 분석은 다수의

견과 반대의견이 왜 갈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뿐이다. 어느 의견이 최선이

었는지 여부는 인지적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윈터는 법이 사회적 가

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규범적 제약, 즉 

정당화의 문제를 우회한다.117)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2009스117 결정에 대한 인지적 분석만으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중에 어느 것이 더 최선의 의견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

러나 인지적 분석이 정당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2009스

117 결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존재를 성전환자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직결시키는 다수의견은 미성년자에 대한 원형효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라고 분석하였다. 여기서 만약 최선의 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판결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 중 하나가 숙고(deliberation)라 한다면 원형효과에 오도되어 다양한 가능

성을 간과한 다수의견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때 인지적 분석은 효과적인 비판의 

116) Frank I. Michelman, “Relative Constraint and Public Reason: What is the Work We 
Expect of Law,” Brook. L. Rev. 67 (2001): 963.

117) CF,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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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에 대해 가한 비판도 인지적 

분석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인지적 분석이 평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방증

한다.

인지적 분석은 아직까지 법학적 조명을 받지 못했던, 법적 추론의 기저에 있는 

인지과정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도록 만든다. 물론 위의 비판처럼 인지적 분석이 

어떤 법적 판단의 정당화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윈터는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설명, 즉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법적 추론의 인지과정의 기저에 깔려 있는 문화적ᆞ사회적 

역동성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

급하였듯이 인지적 분석방법은 ‘진단적 기능’과 ‘치유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진단적 기능이란 법적 추론에 대해 인지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관행적 

사고에 있을지 모르는 병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 사건들에서 다수의견은 성전환자의 성정체성의 문제를 관행

적인 ‘여행’ 은유의 틀에서 이해함으로써 위험한 외과적 수술을 성별 정정허가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원형을 바탕으로 사고를 전

개함으로써 ‘부모–미성년 자녀’ 관계의 다양한 국면을 간과하였다. 이처럼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직관이 개념적 은유 체계와 원형을 통한 사고에 의존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사실을 간과한 채 법적 추론을 진행하는 경우 

종종 현실의 문제를 왜곡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은 

인지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왜곡의 원인을 진단해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

다.

둘째, 치유적 기능이란 인지적 분석은 관행적인 병리적 사고의 형성과정을 알

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병소를 제거하고 대안적인 사고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지적 분석은 법적 추론 과정에서 개념적 은

유, 이상적 인지모형, 원형, 범주화, 유추 등이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원형, 범주화, 

유추의 상상적 변형을 통해서 우리의 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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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사점이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 치유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바

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착화된 개념적 은유나 이상적 인지모형 등이 쉽

게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왜곡시키지 않는 

인지적 틀이 점진적으로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2009스117 결정의 반대의견은 성전환의 여러 측면 중에서 성전환이 한 개인의 결

단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였다.

이 대안적인 모형의 장점은 성별 정정의 허가 기준에 대한 재고 가능성을 열

어준다는 것이다. ‘성전환은 여행’ 모형에서 성기 수술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목적지임에 반해서, ‘성전환은 선택’ 모형에서는 이러한 수술이 성정체성 결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성정체성 결단이 성기 수술에 

앞서기 일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과적 수술과 사적 삶에 대한 증언 등을 요구

하는 성별 정정지침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그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기에 더 적합한 이상적 인지모형은 ‘성전환은 선택’ 모형이라고 여

겨진다. 2013년 3월 15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의 외관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나 남성성기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FTM 성

전환자 5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여’를 ‘남’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했

다.118) 이러한 추이로 미루어 보건대, ‘선택’ 모형에 따른 구체적 형량을 주장한 반

대의견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8) 성적지향ᆞ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이 판결들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예규가 반대의 성에 
부합하는 외부성기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적 위험성이 높고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드는 성기성형수술을 성별 정정 허가에 있어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논평하였다(성적지향ᆞ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보도자료, 
http://lgbtisurvey.k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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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의 의의

윈터(S. L. Winter)는 법적 규칙에 이상적 인지모형이 반영되어 있고, 법적 추

론도 이상적 인지모형에 의존하기 때문에 법이란 본질적으로 문화적ᆞ사회적 맥

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이 가지는 이러한 의존성을 진지

하게 받아들인다면 법적 추론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법의 불확정성과 규칙의 작동

방식에 관한 새로운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제1절 법적 추론의 인지적 재구성: 범주화 과정으로서의 

법적 추론

I. 범주화 과정으로서의 법적 추론

인지적 분석방법의 기초가 되는 인지의미론에서, 범주는 잘 구획된 객관적인 

의미들을 단순히 담고 있는 그릇이라기보다는 세계를 이해하는 기능과 목적을 가

진 도구로 이해된다. 그 결과 범주는 문화적ᆞ사회적 조건에 반응적이고 적응적인 

인지적 산물로 여겨진다. 윈터는 이러한 범주론을 법적 추론에 적용하여 법원의 

판단 기저에 있는 범주 구조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주된 관심, 즉 인지법

학의 주요 과제는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범주화와 법적 추론의 연결점은, 범주화가 여러 사상(事象)들에 대한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라 그 사상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상들을 이해하는 목적적인 추

론과정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윈터는 법적 추론이 분쟁적인 구체적 

사태를 관련된 법규범에 따라 범주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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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주화가 목적성과 규범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범주화인 법적 추론도 가치중립적이고 논리연역적인 과정이라기보

다는 목적성과 규범성을 띤 역동적인 인지과정이라고 본다.

윈터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새로운 범주론 또는 인지

의미론은 법적 추론 과정의 인지적 측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인가? 

또한 인지과정에 관한 경험적 발견들에 기초하는 윈터의 시도는 법적 추론에 관

한 종래의 법이론들과는 절연될 수밖에 없는가? 

II.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으로 얻을 수 있는 통찰

범주화에 관한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법적 추론을 재평가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선 법규범이나 법적 추론에 반

영된 이상적 인지모형에 대한 분석은 그 법규범과 법적 추론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비판의 기준점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음으로 이상적 인지모형이 하나의 법적 사태에 대한 다양한 성격규정이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가능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1. 법에 대한 비판적 참조점으로서의 이상적 인지모형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법규범과 법적 추론에는 이상적 인지모형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위증과 Bronston 사건에 대한 인지적 분석

을 다시 떠올려 보자(제5장 제1절 참조). 윈터는 위증죄를 규율하는 미국연방법률 

제18편 제1621조를 경험적 연구로 입증된 거짓말에 대한 이상적 인지모형에 비추

어 봄으로써 이 규정에 거짓말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

한다. 반면에 그는 Bronsto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위증죄의 성립요건으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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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성과 주관적 허위성을 모두 요구한 것은 위증죄 규정에 반영된 거짓말에 대

한 통상적인 이해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위증죄의 성립요건으로 

주관적 허위성만을 요구하는 우리 판례에도 거짓말에 대한 이상적 인지모형이 반

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윈터의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이상적 인지모형이 법

규범과 판례에 대한 유용한 분석 틀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ronston 사건에 대한 윈터의 분석과 비판은 한 가지 문제를 남긴다. 

그것은 법규범, 법적 판단 그리고 이상적 인지모형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미국연방법률 제18편 제1621조와 Bronston 사건에 대한 윈터의 분석과 비

판만을 놓고 보면 그는 법원이 법적 쟁점과 관련된 이상적 인지모형에 구속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규범에 이상적 인지모형

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 범규범을 매개로 이상적 인지모형에 구속되

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법규범과 상관없이 법적 추론은 이상적 인지모형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윈터가 범주화의 사회적 우연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생각은 후자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윈터는 거짓말의 이상적 인

지모형에 따르면 타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연방대법원이 

법규범을 원형적 거짓말로 축소시켜 해석함으로써 잠정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야

기하였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한다면 Bronston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

원이 이상적 인지모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원형으로의 

축소로 인해 야기된 부당한 결론이 문제인 것이다. 법적 판단에 있어서 원형으로

의 축소 현상이 부당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성전환자의 공

부상 성별 정정 사건들에 대한 인지적 분석(제6장 제2절 참조)에서도 발견되었다.

법규범, 법적 판단 그리고 이상적 인지모형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이상적 인지모형에 따른 법규범이나 법적 판단이 항상 합당한 결론을 보장하느냐

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상적 인지모형이 법적 맥락에서 늘 합당한 결론을 보장하

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작성한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허가를 

위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성전환자의 성별 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3호) 참조]. 대법원의 지침 내용에는 ‘여행으로서

의 성전환’이라는 이상적 인지모형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 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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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한다(2009스117 결정 참조).

또 다른 예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살펴보자. 

공직선거법(법률 제9974호)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해 규정한

다. 동법 동조 제2항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ᆞ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또는 예

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동법 제68조가 규정하는,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이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16조 제3항은 국회

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1) 그러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위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

선거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규정들

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배우자와 직

계존비속을 특별히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인과 가족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는 얼

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과 결혼에 관한 관념이 서

서히 변하고 있다.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독신자 비율도 증가하고, 이혼율도 증가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도 늘어나고, 동성혼을 원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62조 제4항 

등은 ‘정치인이란 가정을 이룬 중년’이라는 우리의 암묵적인 기대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잠재적 후보자들에게는 불리한 규정이 된

다.

1) 참고로, 공선법상의 피선권자 연령제한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5조 및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정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
나 그러한 재량에는 피선거권 연령 설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정한 구체적인 연령기준이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그 기준의 현저히 높거나 불합
리하지 않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마288 결정)라고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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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법에 이상적 인지모형이 반영되어 있다는 윈터의 

통찰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야 할 것 같다. 즉, 법에는 이상적 인지모형이 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적 인지모형은 법에 대한 비판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

다. 이상적 인지모형은 범주화의 암묵적 배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분

석하기 전까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적 인지모형을 분석함으로써 법

규범과 법적 추론에 숨어있는 가정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법적 추론에 대한 상대적인 제약으로서의 이상적 인지모형

두 번째 통찰은 법적 추론은 사건의 맥락 안에서 관련된 인지모형들에 의한 

추론이라는 것이다. 윈터는 이러한 통찰이 주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째,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모형적 설명은 재판 절차에서 종종 정황(즉, 맥락)에 대

한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불리는 다소 모호한 인식과정을 구체적인 고려 요소들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2) 둘째,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모형적 설명은 

판사들이 공동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된 문화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에 따른 가정

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있음을 밝혀 준다.3) 이러한 가정은 객관적이고 절대

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소위 사회통념이라 불리는 문화적 관행ᆞ조건ᆞ가치ᆞ신념

에 의해 형성된 우리의 ‘통상적 기대’로서의 개연적 진실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

째,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해석이 문화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에 따른 가정을 바

탕으로 한다는 사실은 사법적 의사결정이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4) 넷째, 사건과 관련된 원형은 사건에 관한 성격규정 및 해석에 영향을 

주고 사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촉발함으로써 법적 추론을 제약한다.5) 윈

터는 허치슨(J. C. Hutcheson, Jr.)이 말한 ‘직감(hunch)’6)이 이러한 원형효과에 대

2) CF, 156.
3) CF, 156–57.
4) CF, 157.
5) CF, 157–58.
6) Joseph C. Hutcheson, Jr., “The Judgment Intuitive: The Function of the “Hunch“ in 

Judicial Decisions,” Cornell L. Q. 14 (1929):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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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찰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섯째,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모형적 설명

은 법적 추론에 대한 확정적인 제약이 없으면 법적 추론은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

다는 합리주의적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7)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모형적 설명에 따르면, 맥락과 인지모형 그리고 방사형 범주는 판사들의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 ‘법정 공간(forensic space)’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법

적 추론은 이 공간 안에 제한된다. 다시 말해, 이상적 인지모형을 이루는 구성적 

요소들은 법적 범주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의미 있는 논증의 범위를 제한하는 

가능성의 조건들을 제시한다는 것이다.8)

법적 추론은 사건의 맥락 안에서 관련된 인지모형들에 의한 추론이라는 통찰은 

“핵심 사례부터의 방사형 확장은 무한히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 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지을 수 있지만 모든 성격규정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주의적 견해, 즉 법적 추론을 어떤 방향으로든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생

각은 타당하지 않다. 윈터의 지적대로 판사들은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급법원, 더 나아가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내적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윈터는 방사형 범주의 확장에 대한 제약은 

설득 가능성이라고 본다. 이때 설득은 설득자와 청자의 인지모형이 중첩될 때 가능

한 것이다. 체험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는 신체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신체화된 기반

을 통해 개념과 범주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념과 범주에는 공약 가

능한(commensurable) 측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이 법의 극단적인 불확정성을 

제어하는 낮은 수준의 토대를 이룬다. 그리고 정신적ᆞ문화적 층위에서도 우리는 

생애초기부터 다양한 경로로 한 문화의 지배적인 인지모형들을 습득하게 된다. 이 

층위에서는 물리적ᆞ신체적 층위보다는 덜하겠지만 공약 가능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성장하였다고 하자. 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

지모형은 통상적인 어머니의 인지모형(예: 慈母)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

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도 “내 어머니는 다른 어

머니들과는 달라.”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에서 그 사람이 어머니에 대한 이상적 

7) CF, 158–59.
8) CF, 160.



221

인지모형을 습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사회적ᆞ문화적 공동체 내에

서 공유되는 이상적 인지모형은 매우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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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지적 설명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은 법의 불확정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의의가 있다. 윈터는 법의 불확정성은 법원(法源) 자체의 확정성ᆞ

불확정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판례들에 대한 인지

적 분석은, 법적 불확정성이란 문제가 법적 결정을 내리는 판단자의 인식적 확신 

정도에 따른다는 점을 알려 준다. 다시 말해, 법의 불확정성은 법적 추론의 상상

적 기제가 만들어내는 결과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적 추론은 이상

적 인지모형을 통한 범주화, 유추나 개념적 은유를 통한 범주의 확장과 같은 상상

력에 의존한다. 그런데 체험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상력은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법칙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적 추론도 전적으로 자의

적이거나 전적으로 법칙적인 것이 아니다. 윈터는 이러한 중간 정도의 불확정성을 

상대적 불확정성(relative indeterminacy)이라고 부른다.

I. 비판법학의 불확정성 논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세기 초 미국의 법현실주의자들이나 규칙회의주의

자들은 법의 지배라는 이상이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법은 불확정적이라

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법적 소재들이나 법적 추론의 방법은 매우 불확

정적이기 때문에 법의 지배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본다.9) 그리고 1980년대를 전후

하여 등장한 비판법학자들은 관심의 초점을 재판과 법적 추론에 맞춰 불확정성 

논제를 제시한다. 대체로 불확정성 논제는 법의 확정성에 대한 관념, 즉 법적 소

재들과 법적 추론의 방법은 법적 쟁점에 대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10) 이와 같은 비판법학적 관점

9) Gerald J. Postema, Legal Philosoph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Common Law World. Vol. 
11, A Treatise of Legal Philosophy and General Jurisprudence (Dordrecht; New York: 
Springer, 2011),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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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합법성(legitimacy)의 문제가 불확정성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전제가 있다.11) 

다시 말해, 합법성은 법적 규칙과 법리 그리고 법적 추론의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

에 그 규칙과 법리 및 추론 방식이 확정적이지 않을 경우 합법성이 성취될 수 없

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판법학자들은 불확정성의 다양한 측면들과 원천들에 대하

여 섬세한 논의를 전개하기보다는 정치적ᆞ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이슈들에 집중하

였다는 비판이 있다.12)

불확정성 논제를 섬세하게 분석하고 비판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크레스(K. 

Kress)를 들 수 있다. 그는 불확정성 논제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

로 극단적인 불확정성 논제는 법의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비판하였다.13) 그에 

따르면, 법의 극단적 불확정성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다루어지는 논쟁적인 사

건들의 맥락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항소심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는 이른바 판

결하기 쉬운 사건들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극단적 불확정성 논제는 타당하

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급심으로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은 법의 불확

정성을 과장하여 지각하게 만든다. 크레스는, 선택 편향을 범하지 않고 판결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법의 불확정성은 급진적인 비판법학자들의 주장과는 달

리 약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법의 확정성/불확정성이 법체계의 

합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법학자들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한

다. 그도 법이 극단적으로 불확정적이라면 법체계는 존립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

의한다. 그러나 법의 불확정성이 온건한 정도에 그친다면 결론은 달라진다는 것이 

그의 비판의 핵심이다. 그는 법에 대한 준수 의무는 법이 확정적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온건한 불확정성(moderate indeterminacy)이 있다

고 하더라도 법체계의 합법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14)

10) Postema(주 9), 226.
11) Kenneth Kress, “Legal Indeterminacy,” Cal. L. Rev. 77 (1989), 285.
12) Postema(주 9), 228; Jules L. Coleman and Brian Leiter, “Determinacy, Objectivity, and 

Authority,” U. Pa. L. Rev. 142 (1993): 549. 법의 불확정성에 관한 영미 법학계의 논의를 체계적
으로 정리ᆞ분석하고,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라는 이념들과 법의 불확정성의 관계를 탐구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혁기, “법의 불확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13) Kress(주 11), 336.
14) Kress(주 1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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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윈터가 말하는 법의 상대적 불확정성

윈터도 기본적으로 법이란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법적 추론에 

관한 인지적 설명을 통해 법적 추론이 필연적으로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고, 법적 

의사결정에서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인하

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지적 분석의 사례들을 통해서 법적 추론이 법적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규범과 관련된 개념이나 범주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알았다. 

예를 들어, 친권상실심판이 형사재판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었던 Lassiter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사건의 범위를 어디

까지 확장해야 되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으로 볼 수 있다. 윈터의 분석대로라면, 

결국 관습적인 이해가 우세했기 때문에 유추를 통한 친권상실심판절차에 대한 새

로운 성격규정, 즉 범주 확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의회

가 철강제조업체와 그 피고용인들 사이의 노사관계에 법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Jones & Laughlin 사건도 의회의 권한이 미칠 수 있는 통상

(通商)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관습적인 개념적 은유(즉, ‘흐름으로서의 통상’ 은유)의 기초가 되는 이

미지 도식(즉, ‘원천–경로–목표’ 도식)의 정교화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적 은유(즉, 

‘여행으로서의 통상’ 은유)가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개념적 은유는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통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논증의 토대가 되었다. 윈터는 이러한 확장이 

설득력을 얻었던 이유로 휴즈(Hughes) 판사의 새로운 개념적 은유가 관습적인 은

유와 동일한 영상도식을 공유하였다는 점과 뉴딜(New Deal) 정책 수행과 관련된 

당시의 사회적ᆞ정치적 요구가 강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처럼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설명은 법적 추론의 불확정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법적 판단 및 의사결정자가 선례, 법규범 등과 같은 법적 재료들

을 다룰 때 경험하게 되는 상대적인 불확정성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은 법적 추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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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연역적인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불확정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

실을 보여 주었다. 참고로 이러한 상대적 불확정성은 크레스의 온건한 불확정성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양자 사이의 차이는 그 근거에 있다. 크레스

가 온건한 불확정성을 주장한 근거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비해 판결하기 쉬

운 명확한 사례들이 절대적인 양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반해, 윈터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다투어진 사례들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상대적 불확정성

의 근거로 삼고 있다.

윈터는 법의 불확정성을 인지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

한다. ‘확장의 불확정성(indeterminacy of extension)’, ‘실체적 불확정성(substantive i

ndeterminacy)’, ‘패러다임의 불확정성(indeterminacy of paradigm)’이 바로 그것이

다.15) 

확장의 불확정성은, 방사형 범주에서 이상적 인지모형의 핵심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의 확장 여부를 결정짓는 고정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이나 원칙이 없기 때문

에 발생하는 불확정성이다.16) 법률가들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선례나 법적 규칙 또

는 원칙을 동기화 하는 이상적 인지모형에 잘 부합하면 선례나 법적 규칙 또는 

원칙이 법적 결정을 충분히 제약할 수 있다고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그 이상적 인지모형에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확정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불

확정성의 문제는 기존의 인지모형을 사건의 사실관계로 확장할 것인지 여부의 문

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확장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방사형 확장

은 핵심 사례에 관한 기존의 인지모형의 동기적인 배경 안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

을 뿐이다. 따라서 선례나 법적 규칙 또는 원칙 자체가 확장 여부, 즉 어려운 사

안을 결정해주지 못한다.

실체적 불확정성은 공시적 차원과 통시적 차원을 갖는다. 공시적인 차원에서의 

실체적 불확정성은 하나의 사건을 사태로 구성하는 인지모형이 여럿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17) 이러한 불확정성은 범주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반해, 통시

적인 차원에서의 실체적 불확정성은 이상적 인지모형이 본질적으로 문화적ᆞ사회

15) CF, 160.
16) CF, 163.
17) CF, 1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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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즉 우연성(contingency) 때문에 야기되는 불확정성이

다. 법은 문화적ᆞ사회적인 인지모형에 기초하므로 문화적ᆞ사회적 갈등이나 변화

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리의 변동은 문화적ᆞ사회적 갈등이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윈터는 법이 정치와 구별되는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담론의 형식들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패러다임의 불확정성은 논리 연역적 추론방식과 범주화에 관한 합리주의적 모

형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정성이다.18) 체험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사고는 상상적

인 구조를 띠기 때문에 확정적인 패턴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판결

문은 표면적으로 확정적인 논증 형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법적 추론 과정에서 경

험되는 추론의 상상적 측면과 판결문으로 공표되는 확정성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

하고 이 괴리는 불확정성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합리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법학자

들은 법규칙 자체가 명제적이고 삼단논법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확정성을 더욱 과장한다. 왜냐하면 논리연역적 방식을 취하는 전통적인 법적 추

론 모형은 복잡하고도 다종다양한 경험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법학자들도 규칙의 작동방식은 논리연역적이어야 한다는 합리주의적 관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법적 추론의 실제적인 모습은 논리연역적인 모형에 맞지 않는 

사실로부터 법의 극단적인 불확정성을 도출하였던 것이다.19) 

III. 윈터의 세 가지 불확정성 개념에 대한 평가

우선 위의 분류에서 확장의 불확정성과 실체적 불확정성은 법이 특정한 조건 

아래서 상대적으로 불확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포스테마(G. Postema)는 법규

범과 법적 추론의 방식이 특정한 쟁점에 대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기에 충분한지 여부, 즉 확정적인지 여부는 그 쟁점과 관련된 배경적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포스테마는 특정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데 있어

18) CF, 164–65.
19) Kress(주 11), 337도 비판법학자들이 법의 확정성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확정성은 메

타적인 원칙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는 점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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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재 주어진 조건 안에서 법이 불확정적인 경우에 법이 ‘협의의 불확정성

(narrow indeterminacy)’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는 법이 확정적이더라도 쟁

점과 관련된 조건들이 변했더라면 불확정적으로 변했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 

법이 ‘반사실적 불확정성(counter–factual indeterminacy)’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법적 추론의 방식이 완전히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확장의 

불확정성은 협의의 불확정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러 법규범들의 

중첩적인 적용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공시적인 실체적 불확정성과 법규범 외적

인 문화적ᆞ사회적 조건의 변화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통시적인 실체적 불확정

성은 반사실적 불확정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장의 불확정성과 실체적 불확정성은 제한적인 불확정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원형적 사례의 중요성을 인식한 윈터는 핵심적 사안에서는 법이 어느 정

도는 확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경험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쟁점과 관련된 이

상적 인지모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잘 부합하지 않을수록 법의 불확정성은 더 

크게 인식된다. 따라서 이상적 인지모형을 중심으로 구성한 확장의 불확정성과 실

체적 불확정성은 전면적인 불확실성이 아니라 제한적인 불확실성이다.

윈터의 인지법학은 법의 불확정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시대의 비판법학

과 유사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1980ᆞ90년대에 비판법학자들은 대체로 협의의 전

면적인 불확정성을 주장하였다.20) 이에 반해, 윈터는 불확정성을 인지적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협의의 불확정성과 반사실적 불확정성 그리고 제한적인 불확정성을 

주장하였다. 대체로 전면적인 불확정성을 주장하는 비판법학과는 차이가 난다.

반면에 패러다임의 불확정성이 불확정성의 어떤 측면을 포착하고 있는지는 쉽

게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패러다임의 불확정성은 법적 추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윈터의 분류에 

따르면, 패러다임의 불확정성은 법적 추론에서 경험되는 불확정성과 표현되는 확

정성 사이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판결문에 표현되는 논증은 법적 결론은 

가장 잘 지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20) 이러한 평가는 Postema(주 9), 228. 포스테마는 협의의 전면적인 불확정성을 주장한 예로는 
Robert W. Gordon, “Critical legal histories,” Stan. L. Rev. 36 (1984): 57과 James Boyle, 
Critical Legal Studies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92)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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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주장들이 모두 논리적인 정합성과 합리적인 논증의 형식을 갖췄을 경우

에는 최종적인 법원의 결정은 더욱 확정적인 논증의 형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

렇다면 패러다임의 불확정성은 법적 추론에서 경험되는 불확정성에 의해 좌우된

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적 추론에서 경험되는 불확정성은 법적 판단 및 의사결

정자가 자신이 내린 법적 결정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와 같이 패러다임의 불확정성과 인식적 확신의 정도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결

국 패러다임의 불확정성은 앞서 살펴본 확장의 불확정성과 실체적 불확정성을 합

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윈터가 말하는 패러다임의 불확정성은 법학자들이 법의 불확정성을 

주장하는 강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보인다. 윈터는 합리주의

적 관점을 취하는 법학자들이 법규칙 자체가 명제적이고 삼단논법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확정성을 더 크게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만약 논

리적 추론방식을 고전적인 삼단논법에 국한시킨다면 윈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Palmer v. Riggs 사건과 같은 어려운 사안에서는 법적 삼

단논법은 사건의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논리적 추론방식에는 고전적 삼단논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근거가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는 추

리양식인 ‘비단조 논리(nonmonotonic logic)’21)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단조 논리 

체계에서는 추론하는 자가 추론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임

시로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론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러한 추론은 ‘무효화할 수 있는 추론(defeasible inference)’이라고 불린다. 법률적 

용어를 빌자면, 이러한 추론을 해제조건부 추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당사자

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단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된 것이

다. 그러나 이 계약이 민법 제103, 104조에 위반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규칙과 원리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Palmer v. Riggs 사건에 무효

화할 수 있는 추론 방식을 적용해 보자.22) 상속법의 규칙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21) 정기영, 과학적 설명과 비단조논리 (서울: 엘맨, 1996).
22) 무효화할 수 있는 논리형식에 따른 Palmer v. Riggs 사건의 분석은, Jerzy Stelmach and 

Bartosz Brożek, Methods of Legal Reasoning (Dordrecht: Springer, 2006), 57–63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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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정한다. 이 규칙에 따라 일

단 손자 엘머(Elmer)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유언대로 상속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리에 따

르면, 엘머는 존속살해라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

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때 법원리를 법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왜냐하면 존속살해는 불법의 다양한 태양 중 하나이고, 상속도 이익이라

는 상위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almer v. Riggs 사건에서 

법원리가 법규칙에 따른 결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설명은 

어려운 사안도 논리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위와 같은 예시처럼 법적 추론을 논리적 모형으로 상정하는 법학자들은 다양

한 논리 형식을 더 정교화하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법의 불확실성을 

더 과장되게 인식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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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규칙의 작동방식에 대한 인지적 설명

앞 절에서는 인지적 관점에서 제시된 법의 불확정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

이 무엇인지와 윈터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불확정성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법적 불확정성을 둘러싼 기존 논의들이 법규범이나 선례와 같은 법원(法源)이 

특정 사안에서의 정답을 보장하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왔다. 이에 반해, 법적 결정

의 산출과정에 관한 인지적 분석은 법의 불확정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

킨다. 인지적 관점에서 법의 (상대적) 불확정성은 법적 판단 및 의사결정자들이 사

안과 법규범 및 선례에 대해 가지는 법적 이해의 방식에 기인한다.

이 절에서는 인지적 분석이 법적 규칙에 관해서 주는 또 다른 통찰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법적 규칙의 작동방식에 관한 새로운 이

해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법규범의 대표적인 형식인 규칙은 전부 아니면 전무

(all–or–nothing)의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

적 분석은 규칙이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규칙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이에 관해 아래에서 살펴보자.

I. 기준으로서 작동하는 규칙

1. 기준으로서의 규칙

윈터는 법적 규칙의 작동방식에 관한 설명은 범주화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전

제한다고 본다.23) 법적 규칙은 흔히 수범자의 행위준칙이며 그 행위에 대한 판단

준칙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법적 규칙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수범자에 대

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법적 결정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고, 

23) CF,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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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한다.24) 드워킨(R. R. Dworkin)

도 원리와 규칙을 구별하면서 규칙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이라고 규정한다.25) 라즈(J. Raz)는 법적 규칙이 수범자의 규칙 준수 행위에 대한 

‘배타적 이유(exclusionary reasons)’를 제공한다고 본다.26) 그리고 라즈는 수범자가 

대개의 경우 법적 규칙이 지시한 바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고, 수범자가 어떤 행위

를 취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법적 규칙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경우

는 예외적이라고 주장한다.27) 윈터는 법적 규칙이 행위에 대한 금지나 허용에 대

해 명확한 경계를 제시한다고 보는 일반적 견해가 고전적 범주론을 전제한다고 

지적한다.28) 즉 언어와 의미에 관해 고전적 범주론을 취하는 사람은 법적 규칙도 

필요충분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과 같이 확정적으로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

는 것이다. 이와 달리 언어와 의미가 불확정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법적 규칙도 불

확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윈터는 범주가 맥락에 민감하며 유연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인지의미론

을 수용함으로써 규칙도 그 규칙을 구성하는 범주와 마찬가지로 유연하고, 가변적

이며, 맥락에 민감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한다.29) 인지의미론적인 범주 개념을 취하

는 그는 핵심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법적 규칙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이

해가 필요하다고 본다.30) 윈터는 “홀에서 뛰지 마시오.”와 같은 간단한 규칙이 사

람들 모두가 뛰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즉, 핵심 사례)에 대해 자동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핵심 사례에 속한다는 

판단에는 이미 이 규칙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한다. 왜

냐하면 규칙을 이루는 구성요소들과 관련된 범주는 그 규칙의 목적과 기능에 따

24) Antonin Scalia, “The Rule of Law as a Law of Rules,” U. Chi. L. Rev. 56 (1989): 1178–80 
(1989). 물론 이러한 입장에서도 법적 규칙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은 비교형량이나 정황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된다.

25) 참고로, Ronald M.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77), 22–28, 72–80도 규칙을 원칙 및 정책과 구별하면서 규칙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or–
nothing)의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역서] 법과 권리, 염수균 역 (파주: 한길사, 2010), 85–
96

26) Joseph Raz, Practical Reason and Norm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90), 61. 
27) Raz(주 26), 80.
28) CF, 187.
29) CF, 188.
30) 이하 설명은 CF, 188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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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 규칙은, 윈터에 따르면, 일종의 기준(standard)처럼 작동하는 것이

다.31) 그는 규칙과 기준의 차이가 그것들의 목적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표면적

으로 드러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기준이란 “홀에서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금한다.”처럼 판단 및 의사결정자에게 안전이나 사고 예방과 같은 가

치나 목적을 고려하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지시이다. 반면에 그가 보기에 규칙

은 “홀에서 뛰지 마시오.”처럼 그 목적에 대한 고려를 표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지시이다. 그런데 규칙의 구성요소들은 대체로 ‘뛰기’와 같은 차등적인 범주로 이

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판단 및 의사결정자가 어떤 상황이 이러한 차등적 범주

(graded category)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목적을 고려하

여 그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규칙에 따른 판단은 기준에 따

른 판단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윈터의 주장이다.

2. 규칙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이해

윈터는 법적 규칙에 따른 판단 및 의사결정 과정에 그 규칙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연적으로 개입된다는 사실을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나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주는 필

요충분조건으로 환원되어 형식화될 수 있다기보다는 이상적 인지모형으로 구조화 

된다. 이때 이상적 인지모형을 바탕으로 한 범주화 과정에서 범주화의 맥락과 목

적 그리고 범주가 수행하는 기능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 그 범주의 배경

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윈터는 맥락과 목적 그리고 기능을 범주화의 “붙박인, 구

성적 차원들(built–in, constitutive dimensions)”32)이라고 부른다. 이 구성적 차원들 

덕분에 범주는 삶의 복잡하고 다양한 국면들을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법적 규칙들은 이상적 인지모형에 근

31) 이하 설명은, CF, 188–89를 따름.
32) CF,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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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구성요건들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고, 그 규칙들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 또

는 상황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을 구성하기도 한다.33) 윈터는 이 점을 근거로 법

적 규칙도 범주처럼 그 목적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신축적으로 작동한다고 주

장한다. 또한 그는 법적 규칙의 작동방식이 이상적 인지모형에 기초한다는 설명을 

통해서 법적 규칙이 유연하면서도 동시에 예측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34) 이는 어떤 법적 규칙의 구성요소들이 신체적ᆞ사회적 경험에 근거를 두

고 있는 기본층위 범주나 널리 공유된 이상적 인지모형에 기초한다면, 그 규칙은 

알기 쉽고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윈터는 법적 규칙의 의미와 범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 규칙의 ‘동기

화(motivation)’ 맥락에 대한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35) 법적 규칙의 동

기화란 그 규칙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제정되고 운용되게 만든 특정한 이유가 있

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떤 규칙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제정되고 운용되는 

것은 단순히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의 배후에 존재하는 특정한 이유 때문

에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기화 맥락이 법적 규칙의 의미

와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법적 규칙을 구성하는 범주들이 그 규칙의 

동기화 맥락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36) 바꿔 말해, 동기화 맥락

은 규칙이 적용되는 원형적 사안의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법적 규칙의 동기화 맥락은 물질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입법자를 제약한

다.37) 첫째, 물질적 차원에서의 동기화에 의한 제약은 입법자가 다루어야 할 물질

적인 대상들에 의한 제약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물질적 대상들은 

이미 정해진 기능이나 목적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이러한 기능과 목

적을 염두에 두고 법적 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동기화에 

의한 제약은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관행에 의한 제약

을 의미한다. 입법자가 법을 통해서 사회적 관행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요구할 

수는 있더라도, 그렇게 되면 수범자들의 불복종과 저항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33) CF, 190.
34) CF, 191.
35) CF, 191.
36) CF, 191.
37) 이하 설명은, CF, 192–93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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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있어 사회적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3. 이상적 인지모형과 규칙

윈터는 법적 규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상적 인지모형에 대한 세 번의 모방

이 필요하다고 본다.38) 우선 입법자는 법적 규칙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들

을 선재하는 문화적ᆞ사회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에 기초하여 유형화한다. 그리고 

그 입법자는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규칙의 형태로 그 인지모형들을 재배열

한다. 윈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제정되고 공포되는 법적 규칙은 이미 두 번이나 

문화적 형식, 즉 이상적 인지모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법

적 규칙을 준수하려는 수범자는 다시 그 규칙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적ᆞ사회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을 배경으로 삼아 그 규칙의 의미를 파악한다. 만약 법적 규칙이 

선재하는 이상적 인지모형, 즉 수범자들의 이해에 대한 고려 없이 제정된다면 수

범자들은 그 의미를 오해하기 쉽다. 

윈터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규칙이 규칙답게 작동한다고 말한다.39) 규칙

다움(ruleness), 즉 규칙의 명료성, 확실성, 예측가능성은 공동체 안에서 널리 공유

되는 해석적 가정들에 기초한다. 결국 규칙다움은 고전적 범주의 확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행성(conventionality)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규

칙은 그것이 수범자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정의할 수 있는 범주와 개념을 

반영할 때에만 명료한 것이다. 결국 형식적인 규칙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관행이 

규범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제도화의 과정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40)

38) 이하 설명은, CF, 209를 따름.
39) 이하 설명은, CF, 209를 따름.
40) CF,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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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칙의 작동방식에 대한 평가

1. 법적 추론에서 비법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의 필연성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수행했던 윈터는 주류의 법이론들이 이성과 

법에 대한 합리주의적 가정들을 토대로 법은 특정한 원천을 통해서만 유효해지고 

법적 추론은 그 원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진행된다는 모형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

적하였다. 켈젠의 순수법학은 이러한 모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켈젠은 

법을 정치나 도덕에서의 실천적 추론과 구별되는 영역으로 봄으로써 법적 영역에

서는 법 내적인 원천들만이 법인식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론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법의 토대로서 원천을 찾으려는 탐구는 법을 다른 사회규범체계들과 구분

해주는 법만의 독자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41) 법과 문예이론을 

접목시켜 법적 추론의 객관성을 부정하였던 피쉬(S. Fish)도 법을 형식적 존재로 

상정하여 다른 비법적인 것들과 결연시키려는 시도는 법을 자기 선언적인 독자적 

존재로 만들려는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42) 법의 독자성 추구는 법규범체계와 법

적 추론에서 도덕적ᆞ정치적 고려와 같은 비법적인 요소들, 소위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시도와도 관련이 깊다.43) 이러한 접근법은 법이 독자적인 것으로 인식

되지 않으면 법은 그저 일종의 잉여적인 사회규범체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두려움

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4)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설명은, 법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주

장하는 주류의 법이론을 정면으로 겨냥한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설명을 통해서 다수의 법이 개방적이거나 논쟁적이며 문화적ᆞ사회

41) Sionaidh Douglas–Scott, Law after modernity (Oxford; Portland, Or.: Hart Publishing, 2013), 
30.

42) Stanley Fish, “The Law Wishes to Have a Formal Existence,” in There's No Such Thing as 
Free Speech, and It's a Good Thing Too, by Stanley Fish (Oxford: Oxford Univ. Press, 1994), 
141.

43) Douglas–Scott(주 41), 31–33.
44) Douglas–Scott(주 4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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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정들(예: 도덕성, 공정성, 효율성 등)과 같은 비법적 가치들의 영역과 관련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인지적 설명은 법적 의미가 항상 자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적 추론에 대

한 인지적 설명은, 법규범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고려를 수반하는 법 텍스트에 대

한 해석이 주변부의 사안 혹은 어려운 사안에서만 요구된다는 하트(Hart) 식의 모

형이 재판의 실제적인 모습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공한다.

다양한 판례들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윈터는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법 안에서 정합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고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내린 결

정이 당사자와 상급법원 더 나아가 공공에 공개되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판사들은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 공유된 

해석적 이해가 무엇인지 탐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 문화적ᆞ

사회적 가정들이 법적 추론에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이는 완전히 확실하지도 않고 

종종 불확정적으로 보이는 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법에 대한 해

석은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도 아니고, 동시에 자동적이고 형식적인 것도 아니다. 

또한 재판은 구체적 사건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법 텍스트에 대한 

정합적인 해석이 필연적으로 단일하고 완전한 도덕ᆞ정치 이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2. 법의 상호작용적 기초에 대한 인지적 설명

앞서 범주화를 목적 중심적인 추론과정으로 보는 윈터의 관점이 풀러(L. L. 

Fuller)의 목적 중심적인 법해석방법론의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4장 제2절 Ⅲ. 2. 참조). 윈터와 풀러의 친화력은 법적 사고에 있어서 목적을 중

시한다는 공통점에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바대로 풀러는 실정법이란 

“인간의 행위를 규칙의 지배에 복종시키려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45)이라고 정의

한다. 다시 말해, 법은 실정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목적지향적인 체계라는 것이 풀

45) Lon L. Fuller, The Morality of Law, Rev. ed.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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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법개념의 핵심이다. 풀러의 목적지향적 법개념에 따르면, 법적 규칙을 다룬

다는 것은 결국 해석을 통해서 법적 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이 된

다.46) 윈터는 법적 추론을 신체화된 인지이론에 따른 범주화의 관점에서 재구성함

으로써 인지적인 관점에서 법적 추론은 근본적으로 목적지향적인 추론이라는 결

론에 도달한다.

법적 추론의 목적지향성 외에도 법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윈터와 풀러는 공통성을 띤다. 규칙다움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 기초한 이상적 인

지모형의 관행성에 의존한다는 윈터의 주장은 법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하였

던 풀러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47) 

풀러는 법이 단순히 권위에 기초한 사회통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

의 호혜적 기대에 기초한 상호작용 수단이라고 본다.48) 계약, 대리, 혼인 및 이혼, 

재산, 소송절차규칙에 관한 법들은 모두 인간의 상호관계를 규율한다. 이러한 법

들은 교통신호가 교통을 촉진시키듯 특정한 인간적 상호작용에 일정한 형식을 부

여함으로써 그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49) 풀러는 더 나아가 제정법 존재 자체가 

법제정자와 법수범자 간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적 기대’의 발달에 의존한다고 본

다.50) 그는 법규범이 법제정자가 설정한 목적 성취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지시한다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동료들과 함께 조직화하는 데 필요한 

기저선(基底線)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범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명령과

는 달리 일반성을 띤다고 본다. 이때 제정법이 제공하는 기저선을 법수범자가 이

해할 수 없다면 그 법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법제정자는 공동체

(즉, 전체로서의 시민)가 제정법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준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공유된 이해를 전제로 제정법을 만들어야 한다. 풀러는 

이러한 이해를 규칙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라고 표현한다.51)

46) 최봉철, 현대법철학 – 영어권 법철학을 중심으로– (서울: 法文社, 2007), 144.
47) Lon L. Fuller, "Human Interaction and the Law," Principles of Social Order: Selected Essays 

of Lon L. Fuller, Rev. ed., ed. Kenneth I. Winston, 231–266 (Oxford; Portland, Or.: Hart 
Pub., 2001).

48) Fuller(주 47), 251.
49) Fuller(주 47), 251.
50) Fuller(주 47), 254.
51) Fuller(주 47),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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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의 관점에서 기준으로서의 규칙이라는 윈터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법규

범의 일반성은 이상적 인지모형을 배경으로 성취될 수 있어 보인다. 인지의미론적 

범주론을 소개하였던 제4장에서 보았듯이, 이상적 인지모형이 ‘이상적’인 것은 인

지모형이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사례들로부터 도출된 추상적 표상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상적 인지모형은 세계에 대한 이해의 기준선으로 작동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이상적 인지모형을 토대로 한 범주를 구성요건으로 삼는 법규범

은 필연적으로 일반성을 띠게 되고 그 법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공유된 기대를 확

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윈터가 말하는 삼중모방의 메커니즘도 법규범

의 일반성 때문에 법의 제정과 법의 준수 과정에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법규범이 동일한 정도의 일반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ᆞ

경제적 사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적ᆞ추상적인 법규정만으로써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

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적 법률이 요구되기도 한

다.52) 그러나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일반성을 전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적 법률은 적용대상이나 적용사건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법률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뿐이지, 그 구성요건들은 여전히 일반

성을 띠는 범주들로 구성된다. 다만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법률에 비해 하위층위 

범주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52) 金哲洙, 憲法學新論, 第18全訂新版 (서울: 博英社, 2008), 977; 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
헌마14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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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  론

최근 인지과학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사(人

間事)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학제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

름은 법학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으나 학제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던 윈터(S. 

L. Winter)의 인지법학 연구는 그 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던, 법적 추론의 인지과

정을 밝히려는 선구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본 논문의 목적은 법적 추론에 대한 윈터의 인지적 분석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 인지적 분석방법을 우리 법원의 법적 추론에 적용해 

보는 것이었다. 인지적 분석방법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기 위해 필자는 윈터의 인

지적 분석방법의 토대가 되는 레이코프(G. Lakoff)와 존슨(M. Johnson)의 인지이

론과 인지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도구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

한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인지이론과 인지적 개념도구들이 국내의 인

지언어학계에서는 이미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혹자는 필자의 작업이 

잉여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법학계에서 레이코프와 

존슨의 인지이론은 매우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인지적 분석방법에 관심을 가지

는 법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지이론과 인지적 개념도구들을 소개하는 것이 

잉여적인 작업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배경적 이해 하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적 추론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규범을 바탕으로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지적 활동이다. 법적 추론은 논리학과는 달리 폐쇄적인 체계성이나 

고도의 추상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법적 추론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건전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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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관한 논의의 지형에서 경험적 논의는 이론적 논의에 비해 빈약하다.

2.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범주화이다. 법적 추론

에 따른 종국적인 결론은 확률적 형태나 가언적 형태가 아니라 범주적 형태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법적 추론이란 성문규정으로 코드화된 범주들(구성요건

들)에 법적 사태가 포함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범주화 과정이다. 법적 추론에 

관한 다양한 모형들은 법적 범주화의 과정에 관한 서로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시도하였던 윈터도 법적 추론에서 

범주화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3. 윈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인지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레이코프와 존

슨의 인지이론, 특히 인지의미론과 상상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법규범과 판

례들의 인지적 측면을 분석해냄으로써 법과 법적 추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해 왔다. 그가 인지이론을 차용한 데에는, 법이론가들이 인간의 사고과정

에 대한 그릇된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4. 윈터가 기대고 있는 인지이론은 레이코프와 존슨에 의해서 제시된 범주화와 개

념적 은유에 관한 이론이다. 이들의 인지이론은 제2세대 인지과학적 발견들과 

체험주의적 관점을 그 토대로 삼고 있다. 제2세대 인지과학의 핵심적 발견은 

① 사고가 대부분 무의식적이라는 점, ② 마음은 본유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다

는 점, ③ 추상적 개념들은 대체로 은유적이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5. 인지적 분석방법에서는 개념적 은유, 이미지 도식,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

주, 유추가 주요한 개념도구로 활용한다. ① 개념적 은유는 원천영역으로부터 

목표영역으로의 정신적 투사를 통해서 목표영역의 대상을 원천영역의 관점에

서 이해하는 인지적 기제이다. 개념적 은유는 추상적 대상에 대한 이해의 주된 

방식으로 작용한다. ② 이미지 도식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및 환경에 대한 

관찰로부터 도출되는 비교적 추상적인 표상이며, 경험과 이해를 조직화하는 활

동의 지속적 구조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미지 도식을 추상적인 대상에 은유

적으로 사상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된다. ③ 이상적 인지모

형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비교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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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신 표상, 즉 지식의 개념적 꾸러미이다. 이상적 인지모형에 근거한 범

주론은 고전적 범주론, 즉 범주화를 필요충분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라고 보는 관점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적 은유와 이미지 도식은 

이상적 인지모형을 구조화하는 기제이다. ④ 방사형 범주란, 범주의 핵심을 이

루는 중심 사례와 그 중심 사례로부터 확장되어 나온 관습화된 변형 사례들로 

이루어진 범주 구조이다. 많은 개념들이 방사형 범주를 이루며 그 방사형 범주

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확장은 문화적ᆞ사회적 조건에 비필연적으로 의존하는 

우연성을 띤다. 이상적 인지모형을 바탕으로 중심사례로부터 확장되어 가는 범

주화는 그 자체가 추론의 과정이다. ⑤ 유추는 은유와 마찬가지로 개념적 사상

이고, 이미지 도식,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을 동원하여 두 사례의 유사성을 판

단하는 과정이다. 유추는 범주화의 과정과 동일한 상상적인 인지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다만 유추와 범주화는 비교되는 두 대상 간의 개념적 연결이 고착화되

고 관습화되어 있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범주화는 관습적인 

개념적 연결이고, 유추는 새로운 개념적 연결이다.

6. 윈터의 인지적 분석에 따르면, 법적 추론은 개념적 은유, 이미지 도식,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의 확장, 유추와 같은 다양한 인지적 기제에 의해 진행

된다. 인지적 관점에서 법적 추론은 법적 규칙으로부터 법적 결론을 도출해내

는 법칙적이거나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법적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이해 가능

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개념적 은유와 이미지 도식은 추상

적 대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인지적 기제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변형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② 법규범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법적 추론에서 그 규범과 관련된 이상적 인지모형은 인지적인 

참조점이 된다. 그러나 이상적 인지모형은 종종 원형으로의 축소와 같은 현상

을 야기함으로써 법적 추론을 오도하기도 한다. ③ 인지적 관점에서 법리의 원

칙적 적용과 예외적 적용은 이상적 인지모형과 유추를 토대로 한 범주의 확장

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비관습적인 개념적 연결을 형성시키는 사상으로서의 유

추는 고착화된 개념 및 범주와 필연적으로 경쟁하게 된다. 범주의 확장을 이끄

는 주된 인지적 기제인 유추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확장하려

는 범주의 고착화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7. 우리나라의 법규범과 판결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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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적 추론의 인지과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비성찰적 사고에 대한 진단

과 대안의 모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인지적 분석

방법의 이러한 효용을 진단적 기능과 치유적 기능이라고 불렀다. 진단적 기능

이란 법적 추론에 대해 인지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관행적 사고에 있을지 모

르는 병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치유적 기능이란 인지

적 분석은 관행적인 병리적 사고의 형성과정을 알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러한 병소를 제거하고 대안적인 사고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대안적인 사고는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의 상상적 변형을 통해

서 가능하게 된다.

8. 법규범이나 법적 추론에 반영된 이상적 인지모형에 대한 분석은 그 법규범과 

법적 추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비판의 기준점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범주화의 관점에서의 재평가를 

통해서 이상적 인지모형이 하나의 법적 사태에 대한 다양한 성격규정이 가능

하게 하는 토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가능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9.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서, 법적 추론이 논리연역적인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불확정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은 법적 판단 및 의사결정자가 선례, 법규범 등

과 같은 법적 재료들을 다룰 때 경험하게 되는 상대적인 불확정성에 관한 적

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윈터는 법의 불확정성을 ‘확장의 불확정성’, ‘실체적 불

확정성’, ‘패러다임의 불확정성’으로 나눈다. 확장의 불확정성과 실체적 불확정

성은 개별적인 법적 추론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되는 불확정성인 

반면에, 패러다임의 불확정성은 전체로서의 법적 추론이 얼마나 불확정적인지

에 대한 평가의 차원에서 지각되는 불확정성이다.

10. 규칙은 기준으로서 작동한다. 규칙은 그 규칙을 구성하는 범주가 유연하고, 가

변적이며, 맥락에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범주처럼 그 규칙의 목적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신축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법적 규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상적 인지모형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입법자는 법적 규칙으로 규율하고

자 하는 사실관계들을 선재하는 문화적ᆞ사회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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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형화한다. 그리고 그 입법자는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규칙의 형태

로 그 인지모형들을 재배열한다. 그리고 법적 규칙을 준수하려는 수범자는 다

시 그 규칙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적ᆞ사회적인 이상적 인지모형을 배경으로 

삼아 그 규칙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상적 인지모형에 대한 세 번의 모방을 통

해서 규칙이 규칙답게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인지적 분석 및 인지법학과 관련

하여 앞으로 더 분석 내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인지적 분석으로 얻어진 법적 추론에 대한 통찰이 법현실주의 및 법실증

주의와 어떤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필자는 본 

논문의 초점을 인지적 분석방법 자체에 맞췄기 때문에 윈터가 수행한 인지적 분

석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내 사례들에 대한 인지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윈터는 자신의 인지법학 연구에서 사례들에 대한 인지적 

분석만을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윈터는 법적 추론에 비법적 요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근거로 법실증주의적 법개념

론과 재판이론을 공격하였다. 인지이론적 관점에서 기존의 법이론을 재구성하고 

재평가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윈터는 자신의 저술 이곳저곳에서 르웰린(K. N. 

Llewellyn)의 법현실주의적 통찰이 인지법학과 일맥상통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최신의 경험과학적 방법론을 법학 연구에 도입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스스로를 ‘새로운 법현실주의자(New Legal Realist)’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법학 연구가 법현실주의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분

석도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이 법개념 구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 더 탐구해 볼 만한 연구 주제이다. 법적 추론에 대한 이론으로부

터 법개념에 관한 특정한 주장이 도출될 수 있는가? 윈터는 법적 추론에 관한 인

지적 설명을 토대로 법의 본성이 문화적ᆞ사회적 조건에 따라 발현되는 부수현상

(epiphenomenon)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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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법적인 가치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법이 다른 사회규범

체계와 구별되는 차별성을 부정될 수 있는가? 법적 추론에 관한 이론과 법의 본성

에 관한 이론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법과 문화적ᆞ사회적 환경 간에는 쌍방향

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세부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법개념, 법적 추론, 문화적ᆞ사회적 환경의 삼각관계의 모습이 드러나리

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제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인지적 분석방법이 가지는 의의와 한

계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윈터의 인지법학이 

체험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가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법이론’을 추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인지적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에 속한

다. 질적 연구방법은 제한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유용한 방

법론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대체로 제한된 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계는 양적 연구

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측정 가능한 변인

으로 재정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대한 일정한 조작(operation)이 필요

하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의 한계는 다시금 연구 결과에 대한 질적 해석을 통해서 

보정된다. 그렇다면 인지적 분석방법도 양적 연구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윈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축적되어 온, 법적 추론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적 연구

들을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지적 분석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론일 수 있는가는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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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gnitive Analysis Method 
of Legal Reasoning

- With a Focus on Steven L. Winter’s -

Gahng, Taegyung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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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ttention given to the cognitive dimension of legal reasoning is 

constantly growing as cognitive sciences have been making great progress in 

the past four decades. The introduction of a new methodology to legal studies 

begins with awareness of and attention to a new focus of law, and endeavors 

to explain and evaluate that focus. Law's multiple dimensions―such as 

realistic, ideological, political, ethical, and human―each require different 

approaches to study and to understand them. Accordingly, studying the 

recently defined cognitive features of legal reasoning requires a new method. 

Since the late 1980s, Steven L. Winter, an American legal theorist, has been 

conducting original research on the cognitive dimension of legal reasoning by 

adopting cognitive theories based on the second-generation cognitive science. 

His approach is called “Cognitive Legal Studies.”

My study aims to introduce Winter's cognitive analysis method of legal 

reasoning, and to apply it to the reviewing of Korean courts’ judici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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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nderstand the cognitive analysis method, one needs to understand the 

cognitive theories supporting the method as well as the necessary conceptual 

tools used in cognitively analyzing legal reasoning. Through this study, I 

examine Winter's specific cases of cognitive analysis. Cognitive theories refer to 

cognitive semantics and the theory of embodied cognition, which linguist 

George Lakoff and philosopher Mark Johnson have developed standing on 

empirical findings of the second-generation cognitive sciences. Winter analyzes 

legal reasoning with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theories, and draws the 

conclusion that cognitive mechanisms such as conceptual metaphors, image 

schemas, idealized cognitive models, radial categories, and analogy lead legal 

reasoning in a predictable and flexible way.

Having established better understandings of the cognitive analysis method, I 

aim to analyze the cognitive aspects of judicial decisions handed down by 

Korean courts. Various cases showing cognitive mechanisms of legal reasoning 

are illustrated. These cases reveal judges’ use of conceptual metaphors, image 

schemas, idealized cognitive models, radial categories, or analogy as a main 

tool. To further explore the cognitive analysis method, I analyze and examine 

in-depth a series of judicial decisions on the correction of transsexual people’s 

legal sexes. This review demonstrates that cognitive background mechanism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inking about legal issues (i.e. deciding whether 

transsexual plaintiffs are permitted to change their legal sexes in accordance 

with their desired ones).

Reappraising legal reasoning with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mechanisms 

lets us pay attention to their conflicting roles in legal reasoning; cognitive 

mechanisms not only make it possible to understand legal issues in new and 

different ways, but also impose certain constraints on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s. Furthermore, by reframing legal reasoning as understanding, it 

is revealed that legal reasoning is neither a series of logical ded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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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nor extremely indeterminate post-hoc justification; legal reasoning is a 

series of cognitive processes, which are sensitive to contexts and purposes. The 

cognitive analysis of legal reasoning also explains how legal rules work; legal 

rules work as standards.

Cognitive analysis provides productive criticism of legal reasoning as well 

as proper description. As mentioned above, cognitive analysis illuminates the 

roles of the underlying cognitive mechanisms of legal reasoning, which have 

been neglected in jurisprudence. In addition to this, cognitive analysis can 

wake us up to the sources of our conventional thoughts, and can suggest 

possibilities for forming alternative ways of thinking. Namely it can provide 

new possibilities for making new meaning of legal issues and concepts.

Keywords: legal reasoning, cognitive analysis, conceptual metaphor,

          image schema, idealized cognitive model, radial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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