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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를 보고 느끼면서 생각하게 된 의문을 

법의 영역, 특히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필자가 당도한 결론은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가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관념적으로, 특히 목적론적으로 생각

하도록 만들고, 경험적-실용적 성향이 약하고, 자아정체성의 면에서 집단주의적 경향

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성향은 물론 지리물리적-지정

학적 환경과 역사와 언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끝에 발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일정한 기본 요소를 추출해 내고, 그것이 동

양과 서양에서 달리 나타난 모습을 이념형적으로 정리한 다음, 특히 법문화와 관련

지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법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라는 현대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요구되는 사고 및 행동방식이 무엇일까를 

모색해 보았다. 필자가 도달한 결론은, 우리에게는 서양인들과 달리 과정적-절차적 

사고가 취약하다는 사실의 확인이고, 민주주의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과정이고 

절차이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절차적 사고방식을 의식적으로라도 함양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의 전제로 채택한 사고방식의 이념형적 유형은 時流的-경험론적 사고

(Zeitfluß-Perspektive; Flowing-time perspective)와 時點的-관념론적 사고(Zeitpunkt- 

Perspektive; Zeitmoment-Perspektive; Snapshot perspective)이다. 전자는 모든 사태

를 시간 속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후자는 변화하는 사태를 일정한 시점에 고

정시킴으로써 포착하고자 하는 현상, 즉 어떤 경과의 현시점에서의 결론, 즉 결과에 

주목한다. 연속된 시간 속에서 인간 주체가 보고 싶은 순간의 상황 인식으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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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만의 스냅사진처럼, 초점이 모이는 것이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動的이고, 流

動的, 力動的이다. 후자는 靜(態)的이고, 공간적 특성에 근접하여 構造的 시각을 취

한다. 특히 이들이 법문화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절차적-과정적 사고와 목적론적-실

체적 사고로 나타난다. 제2부에서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서 어느 쪽 사고를 함양하여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민주주의의 이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굴렁쇠 놀이에 비유

하여 고찰하였다. 굴렁쇠를 굴리는 놀이(민주주의)의 주체(국민)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직선 코스(평등)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늘 좌우로 진동하면서 전진한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기울면 전진하지 못하고 맴돌다가 종국에는 쓰러진다. 굴렁쇠 

놀이의 경기규칙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전제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놀이 자체를 

부인하는 처사이다. 항상 굴리고 있지 않으면 곧 쓰러지는 굴렁쇠 놀이의 본질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이 규칙에 따른 과정이다.

주제어: 경험론, 과정, 관념론, 국가, 목적론, 문화유형론, 민주주의, 법, 법문화, 법사고, 

時流的 사고, 時點的 사고, 절차, 현실주의

Ⅰ. 서  론

(1) 이 글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를 보고 느끼면서 생각하게 

된 의문을 법의 영역, 특히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1) 여러 생

각 끝에 필자가 당도한 결론은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가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관

념적으로, 특히 목적론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경험적-실용적 성향이 약하고, 

자아정체성의 면에서 집단주의적 경향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

한 문화적 성향은 물론 지리물리적-지정학적 환경과 역사와 언어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 끝에 발전한 것이며, 한 마디로 사고방식 또는 사유 양태(modes of thought)2)

1) 梁漱溟, 87은 “모든 서양문화는 다 이 ‘민주주의’와 상술한 ‘과학’이라는 두 정신의 결정

체이다”라고 하였다. 동양의 우리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고찰해 보아야 할 중요한 화두

를 제공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유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성론적인 접근(“사람

은 모두 좋고 나쁜 사람은 없다고 나는 믿는다”: 梁漱溟, 338)과 그로써 세계문화가 미

래에 중국문화의 부흥으로 나타나리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기대(특히 梁漱溟, 315ff.)
는 스스로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중국사유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였다.

2) Cf. Fikentsch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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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를 수 있는 일정한 양식의 인지 습성을 양성했기 때문이다. 아주 복합적인 

인간의 문화 현상을 단일원인론적으로(mono-causal)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

지만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현상 중 기초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떤 현상들

은 말하자면 물질구성에서 원소가 하는 역할과 같은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

각된다. 그것을 포착하면 적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는 물질의 구성을 잘 설명

할 수 있듯이 문화현상도 이런 방면의 고찰이 일정한 통찰을 심화시켜 줄 수는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문화유형은 각종 문화형태체계의 가장 

특색 있고, 가장 문화본질적인 속성을 체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가리키며, 역사적으

로 형성되고 특정한 사회 군체간 공동의 가치관념, 사유방식, 심리상태, 정신풍모 

등 사상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견해3)를 취한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일정한 기본 요소를 추출해 내고, 그것이 

동양과 서양에서 달리 나타난 모습을 이념형적으로 정리한 다음, 특히 법문화4)와 

관련지어서 동양(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통사회)의 법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성

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고(후술 II),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라는 현대사회와 국가

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요

구되는 사고 및 행동방식이 무엇일까를 모색해 보았다(후술 III). 결론부터 제시하

자면 우리에게는 서양인들과 달리 과정적-절차적 사고가 취약하다는 사실의 확인

이고, 민주주의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과정이고 절차이므로 우리에게 부족

한 절차적 사고방식을 의식적으로라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문화란 인간이 환경에 대응하면서 발전한 것이므로 자연환경과 지정학적인 

위치, 그 자연 속에서 습득한 적응능력의 형태 등이 문화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양

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물론이다. 필자는 문화유형론적 고찰의 기준

으로서 문화인의 외부(환경 : 자연과 인간사회 환경)에 대한 태도 중 특히 인지방식

에 주목하여 視覺人 (homo videns), 聽覺人 (homo audiens), 言動人 (homo 

loquens), 讀解人 (homo legens)의 유형을 구분하여 고찰한 적이 있다.5) 이러한 고

찰은 인간이 문화현상을 산출함에 있어서, 또 그 산출된 문화현상을 이해함에 있

3) 李宗桂, 379.
4) 박오순⋅황석규⋅황은주, 19ff.: “‘法文化’란 법과 법체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문에 관

해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치⋅의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Lawrence 
M. Friedman}”(20).

5) 최병조(2002), 8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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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지각 작용 중 어떤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시키느냐 하는, 자연과 환

경에 대한 인간 측에서의−특히 이 부분에서는 인류 문명의 고도화를 실현한 기원

전 800∼200년 어간의 이른바 “樞軸시기”(Axial period: Karl Jaspers)가 후대의 발

전성향을 선취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6)−대응양식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본 논문에서는 환경 조건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떠한 사고 성향을 

체득하고, 그것이 문화현상을 산출함에 또는 이해함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가 하

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7) 이 점에서 평소의 필자의 생각을 강화시켜준 것이 최영

진, �동양과 서양. 두 세계의 사상⋅문화적 거리� (지식산업사, 1993)였다. 이 두 

방면의 연구를 상호 정합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

회로 넘길 수밖에 없다. 

(3) 본 논문에서는 체득된 사고 성향의 차이를 이념형적으로 時流的-경험론적 

사고와 時點的-관념론적 사고로 나누고, 특히 이들이 법문화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절차적-과정적 사고와 목적론적-실체적 사고의 그 특성에 특히 주목하여 정리하

였다.8) 제2부에서는 이것이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서 어느 쪽 사고를 함양하여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문화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초월 관념의 문제9)와 그것이 

법문화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다만 한 가지 점만 

시사하는 데 그치겠다. 그것은 해양민족이나 유목민족10)과 같이 생존을 위하여 늘 

 6) Cf. Barnes, 93ff.; Miller, 106-113.

 7) Cf. P. Vidal de la Blache (2002); 김덕현, 180ff.
 8) 반 퍼슨, 28-30은 문화 벌전의 세 가지 모형을 “신화적 단계”, “존재론적 단계”, “기능적 

단계”로 나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 두 개는 필자가 말하는 時點

的 대 時流的 유형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보인다. 기능이란 일정한 목적의 관점에서 

포착된 시간 속에서의 연속적인 활동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책 제목부터가 

“흐름 속의 문화”이고, 결론부가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끝나는 것 또한 시사적이다. 

 9) Cf. 中村 元, 東洋人の思惟方法 第一部 インド人⋅シナ人の思惟方法 (みすず書房: 
東京, 昭和二十三年/第四版 昭和三十二年); 第二部 日本人⋅チベッド人の思惟方法 

(みすず書房: 東京, 昭和二十三年/第三版 昭和三十年); 이 중 일부 번역 中村 元 

지음, 金知見 옮김, 中國人의 사유방법 (까치, 1990); 安原田, 東洋學 이렇게 한다−

哲學的 民族主義 − (대원출판, 1996); 김채수, 글로벌 문화이론 과정학(고려대학교

출판부, 2009/3쇄 2010).
10) Cf. 하자노프(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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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좌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平地인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정주하는 민족과는 달리, 공간 인식에 있어서 삼차원적이고 거기 더하여 

시간 차원이 가미되어 훨씬 더 문화를 입체적으로 구조화해야 할 필요성과 긴장이 

높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문화 전반의 요로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고 문화인의 사유방식에 흔적을 남겼다. 地上人들 사이에도 또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유목민 사회가 농경민 사회로 遷移하는 환경의 변화

가 잘 드러나는 성경의 이야기를 상기해 보면 알 수 있다. 농경인인 카인의 獻物

보다 유목인인 아벨의 供物을 반겨서 인류사의 시작을 骨肉相殘으로 몰아간 구약의 

초기 神이(창세기 4:2-8)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의 후손을 이끄는 

이야기(출애굽기 3:8, 33:3 등)의 바로 이 후반부는 유목과 농경의 공존,11) 그러나 

유목이 농경보다 선행하는 환경이 무심결에 언어에 반영되고, 그래서 문화의식에 

각인되었다는 사실의 표현인 것이다. 

최근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생각의 나무, 

2007/3쇄 2010)가 한국인의 현대를 이해하기 위한 야심찬 기획을 “문화적 문법” 

(cultural grammar)이란 기준을 가지고 시도하였다. 그는 “문화적 문법”을 사회구성

원들의 행위의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사고방식으로 규정한다(47). 그가 기존 

연구들에 대한 비판을 거친 후 제시한 12개의 중요한 문화적 문법으로는 근본적 

문법의 구성요소인 “현세적 물질주의, 감정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

의, 갈등회피주의”가, 파생적 문화적 문법의 구성요소인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중

심주의, 근거없는 낙관주의, 수단방법 중심주의, 이중규범주의”가 있는데(107f.), 이

것은 그의 말 그대로 현상적으로 “추출”한(107), 다시 말해 문법의 비유가 시사하

는 것과는 달리 문화주체의 심층사고를 규정하는 構造素를 밝히고, 그에 의하여 

각 문화현상 간의 상호정합적 연관성을 呈示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그가 견지

하는 유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기하여 피상적인 인상에 따라 직관적 “찍기” 방

식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12) 그가 비판한 기존의 다양한 소견들과 다르지 않다. 

11) Cf.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V, s.v. μέλι, 552-554 (Michaelis).
12) 서양의 법학교육에서 사례연습은 사고의 논리적인 흐름에 따른 귀결로서의 답을 요구

하고, 답보다는 그 사고과정을 중시한다. 논점과 답은 논리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애초에 답안작성자가 머릿속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時流的 사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의 사례풀이는, 사법시험을 포함하여, 논리적 사고의 과정보다도 문제 論“點”을 

누가 얼마나 잽싸게 일거에 잡아내서 그것들을 교과서 논하듯이 논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는 방식이다. 이른바 “찍기”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고를 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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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점에서는 그 역시 필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할 때 여전히 時點的 사고

에 구애되어 있다. 필자의 기준이 그가 말하는 “문화적 문법”에 오히려 해당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II. 동서양 법사고

1. 총설: 時流的 사고와 時點的 사고

인간의 삶은 특정한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던져진 채로 영위된다. 인간은 

이처럼 企投된 존재인데, 공간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고, 시간은 영원히 고정을 

거부하는 인간 조건이다. 따라서 어떤 사태를 포착하는 인간의 관점은 공간관념의 

관점에서는 비교적 통일적으로 나타나지만, 시간관념의 차원에서는 인간 주체의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접근이 가능

하다. 하나는 영원히 흐르는 시간을 그대로 파악하여 모든 사태를 시간 속의 흐름

으로,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것을 고찰함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차원을 필수적인 것

으로 가미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고찰에 시간 좌표가 등장하는 것이다. “만물은 

流轉한다”고 갈파했던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헤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이러한 태도의 

대변자라면, 시간의 한 순간에 着目함으로써 일정한 고정된 상태를 인위적으로 인지

하려는 태도는 다른 하나의 사고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변화하는 사태를 일정한 

시점에 고정시킴으로써 포착하고자 하는 현상, 즉 어떤 경과의 현시점에서의 결론, 

즉 결과에 주목한다. 연속된 시간 속에서 인간 주체가 보고 싶은 순간의 상황 인

식으로 초점이 모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순간의 스냅사진을 찍고 그것에만 관

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에 관한 두 가지 유형의 사유양태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즉 기본적으로 時流的 思考(Zeitfluß-Perspektive; Flowing-time perspective)

는 動的이고, 그리하여 流動的, 力動的이다. 모든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 늘 주목

키기도 전에 이미 결론에 해당하는 논점을 파악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직각적-직관적-
종합적 능력은 해당 분야의 베테랑 실무가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時點的 사고). 
아직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사례풀이의 방식에 대한 법조계와 법학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까닭에 대체로 판례를 변형시킨 사례를 출제하고, 그것에서 논점을 잡

아낸 다음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따른 통설적인 결론을 대입하는 식의 

풀이가 정착되어 있다. 법학수업을 통하여 legal reasoning과 legal mind를 형성하는 데

에 時點的 사고가 많이 미흡한 이유이기도 하다. Cf. 최병조(1994), 13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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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고, 그 과정 자체의 흐름 속

에서 그 과정과 함께 한다. 時點的 思考 (Zeitpunkt-Perspektive; Zeitmoment-Perspektive; 

Snapshot perspective)는 靜(態)的이고, 그리하여 공간적 특성에 근접하여 構造的 

시각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적 특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표출

된다.13) 

이것과 구별해야 할 것이 Ernst Cassirer가 말하는 時片的 사고(Zeitstück-Denken; 

Time-parcelling thinking14)) 또는 時片化(Zeit[zer]stückelung)이다. 이것은 시간을 物

化하여 시간관계를 원래 공간적인 의미가 부착된 名詞를 통하여 나타내면서, 시간

의 전체가 원칙적으로 의식 속에 현존하는 시간조각[時片]만을 포착하고 이것을 

현존하지 않는 다른 조각들과 대치시키며, 또 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물적인 分

片化가 적용되는 사고이다. 행위가 그 모든 개별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서술되고, 

이들 개별행위들의 각각이 특별한 동사에 의하여 표현된다. 예컨대 “익사했다” = 

“물을 마셨다, 죽었다”로, “가져가다” = “가지다, 그리로 가다” 하는 식이다. 이러

한 사고방식은 現時와 非現時의 단순한 구별로 환원된다. 이로 인해 의식에 “현

재”하는 개별단편들이 순차로 現時로 진입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이 통일성이 아

니라 像의 모자이크적인 다채로움일 뿐이다. 왜냐하면 각 個片은 그 자체로 그저 

時點的으로 규정된 것이고, 이런 순전히 단순한 現時-點의 집적물로부터는 진정한 

시간적 연속의 관념은 생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15) 이런 한도에서 흑인 Ntu족의 

13) 이 글을 완료하고 나서야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Basic Books: New York, 
1999); 국역 G. 레이코프, 임지룡 외 옮김,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특히 시간을 다룬 
제10장(137-169)을 만났기에 그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할 수 없었다.

14)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perspective가 파생한 라틴어 동사 perspicere (바라보다[望
見])의 접두사 per-가 지시하는 시선의 진행을 갖추지 못하므로 그냥 thinking이라 표

현하였다. Perspective가 사물을 보는 매우 독특한 인지 및 표현의 방식인 것에 관해서

는 Fikentscher, 254f.; 376. 
특히 회화 예술에서 perspective는 원근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동양화의 평행묘사 

기법과 비교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이는 대로 實寫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식주체의 主觀 및 主見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인식주체가 

물체의 객관적 성상에 의하여 지배됨으로써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으로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 즉 네모 상자는 보이기는 소실점을 향하여 점차 좁혀

지는 형태이지만, 사실은 모든 변이 평행인 것이므로 그 객관적 사실에 맞게, 주관을 

굽히고, 그래서 主見대로 그리지 못하는 것이다. 원근법이 소실점을 향해 움직이는 

時流的 시선이라면 평행법은 정지한 고정적-時點的 시각인 것이다.    
15) Cassirer, 17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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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발라語에서 확인되었다는 이런 사고는 時點的 사고의 특수한 형태, 그 중에서도 

공간적-고정적 성격이 강하고 과거와 미래가 구분되지 않는, 독특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對時間的 태도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時點的 사고에서는 경과의 어떤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시점은 인간 주

체가 그때 그때 주관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때에는 항상 최종시점

인 것이므로 늘 結果指向的(outcome-oriented)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언어에 대한 

붓다의 본원적인 반성이 경고하고자 했던 것, 즉 無常(유동성)의 세계를 常(고정

성)의 세계로 파악함으로써 대상적 존재를 소유가능태로 만들어 버리고, 현상의 

흐름을 잊은 채 그 소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이 경고야말로 무엇보다도 時點的 

사고에 해당할 것이다.16) 이 사고에서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input→output)은 일단 

관심 밖의 일이다. 이를 대변하는 가장 잘 알려진 표현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다. 이에 반하여 時流的 사고에서는 전 경과를 포괄하

고자 하므로 필연적으로 input에서 output에 이르는 전 과정과 그 절차에 주목한다

(process-oriented).17) 결과 일변도가 아니라 변화 과정 자체에서 인생의 의미를 읽

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앞의 예와 비견할 만한 것이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다”는 巷談이다. 

우리 문화의 결과지향주의는 법문화에서도 강하게 반영된다. 구체적인 예증을 

하나 들어보자. 사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한 헌법재

판소의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전제가 

되었던 교통사고처리의 방식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 법

률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

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16) Cf. 박허식, 116-122.
17) Schliesky, 184ff.는 이 개념쌍을 지배권력의 정당화를 설명하는 데에 도입하고, 특히 

Locke의 경우 양면 모두에서, 즉 전 과정의 차원에서 정당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지적

한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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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조항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

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

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헌으로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종합

보험 가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유가 되는 나라를 찾기는 힘들다. 헌법재판

소에서 제시한 것처럼 ‘중상해’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교

통법규 위반 정도가 주된 처벌 기준이 되고 있다. 보험 가입은 영국과 미국 대부

분의 주에서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안 되고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보

험 가입 여부가 사고 위험에 얼마나 대비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면책의 조건이 되는 나라도 별로 없다. 경미한 사고만 예외

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사고 처리가 종료된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대체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음주나 마약 복용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그 자체가 형법 위반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피해액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다. 손해 정도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

준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일본은 교통사고에 훨씬 엄격하다. 경미한 부상도 일단 경찰의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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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전과자가 양산돼 면책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01년에 “상해가 경미

한 때에는 정상(情狀)에 따라 그 형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형법에 추가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과실상해죄가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고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지만 검찰이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면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18)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안에 대한 종래의 법학적 분석은 대개가 법규범의 실증주

의적인 비교고찰에 머물고 그 이상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나 의문은 없었던 

것이 실상이다. 그러나 법문화와 법적 사고의 특성이라는 차원에서 교통사범의 형

사처벌 문제에 접근해 보면 우리는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무

엇보다도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점은 이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바와 같은 차이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담당자들에 의하여 의식되지 않은 채 거의 부지불식간에 각

각의 문화풍토가 措定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그 결과로 그러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의 보기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교통사고의 결과(“중

상해”)와 그 損害補塡(“종합보험”)이라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결과지향적인 태도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위 결정을 통한 판례변경으로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은 행위

의 결과보다는 행위 그 자체의 측면(“고의성”, “법 위반 여부”)을 고려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특별히 중한 경우(“음주운전”)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도 가능하

다. 손해전보는 처벌에 있어서 기껏해야 참작사유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독일은 

행위의 측면(“과실”)을 기준으로 삼지만,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

에는 피해자의 의사(“친고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려가 가능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시 행위의 결과(“부상”)를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삼고, 부상이 다시 경미한가 아

닌가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이것 역시 결과가 고려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영

국 - 미국 - 독일 - 일본 - 한국 순으로 순수히 행위적인 요소로부터 순전히 결과

적인 요소로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인 각국 문화풍토의 속성, 즉, 영미법 국가(영국, 미국) v. 대륙법 국가(독일, 

일본, 한국); Realism의 문화 v. Idealismus의 문화; 또 이 속에서도 유럽의 나라 v. 

18) 중앙일보 2009년 2월 28일 4면 “교통사고 처벌 외국선”(뉴욕=남정호 특파원, 도쿄=
김동호 특파원, 박유미 기자) [입력 2009.02.28 01:59 / 수정 2009.02.28 02:53]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511038 (최종검색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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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나라; 또 동양에서도 武士의 전통적 배경을 가져서 상대적으로 realism이 

강한 나라 v. 문인 전통이 철저하여 idealism이 강한 나라라는 그 전형적인 문화 

속성들과 절묘하게도 조응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

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더 나아가서, 가령 인류 법문화의 발전이 기본적으로 결과

책임으로부터 행위책임으로의 발전이었다는 역사 도식에서 볼 때,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결과책임적인 법의식이 강력한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러한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그 까닭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취지

이다.

 

(2)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각 문화의 주체

인 문화인의 인지성향이 크게 연관되어 있다. 서울과 로마의 거리만큼이나 한반도

의 문화와 지중해세계의 문화가 달랐던 데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문화의 차이가 발생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양민족은 변화무쌍한 바다와의 만남에 의해 사물을 보고 

대처하는 관념과 행동방식이 時流的인 특성을 보이고, 내륙민족은 고정된 공간환

경의 영향 하에 시간적 사유조차도 그에 가까운 時點的 사고를 체현한다.19) 바다

는 늘 냉엄한 현실로서 지금 여기(hic et nunc)의 문제로 인간에게 다가오며, 인간

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인간의 정신세계가 관념적으로 소화

할 수 있는 정도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해양민족은 그래서 관념적(idealiter)

이라기보다는 현실론적(realiter)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체득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미약한 힘이 아니라 결집된 단체의 힘이 필요

함을 절감하고, 적어도 경향적으로 경험론적이고(empirical) 실용주의적으로

(realistic) 대처한다. 사상사에서 해양 강국으로 진출하던 시기의 영국이 경험론의 

본고장이었던 것을 상기할 수 있다. 위기관리의 토대와 요체가 바로 과정(process)

에 대한 인식이고, 위기관리 자체가 또한 과정이라는 것은 다음의 <그림 1>이 무

엇보다도 잘 보여준다. 

19)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특히 언어의 전파와 상호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의 언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어느 언어는 사라지고, 어느 언어는 강성해 지고, 어느 언어는 

그렇지 못한가를 심층적으로 고찰한 Ostler (2005)도 흥미롭게도 언어군을 language by 
land (Part II)와 language by sea (Part III)로 구분한다. 인간의 문화와 역사에서 뭍과 

바다는 근원적인 제약조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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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출처: 김영삼, “딜로이트와 함께하는 위기관리 비법 ① 리스크 인텔리전스(Risk Intelligence) 

경영”, 중앙SUNDAY 제244호 2011년 11월 13일∼11월 14일, 24면

반면에 내륙문화는 적어도 지반이 굳건한 관계로, 그리고 이 환경은 인간의 통

제에 상당한 정도로 복속이 가능하므로, 인간 정신의 내적인 기획에 대한 문화주

체의 태도는 해양민족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인간중심적이고 자기의식적이다. 

이 상황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의 철학적 시인 루크레티우스

(약 96-55 BC)의 다음 구절이다.

Lucretius, De rerum natura 2.1-4:

Suave, mari magno turbantibus aequora ventis,

e terra magnum alterius spectare laborem;

non quia vexari quemquamst iucunda voluptas,

sed quibus ipse malis careas quia cernere suave est.

(기분좋다, 폭풍이 해면을 거세게 몰아쳐 바다가 激騰한 때,

뭍에서 다른 사람의 큰 苦境을 注視하는 것은.

누군가가 괴로움 받는 것이 유쾌한 즐거움이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이 어떤 고난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기분좋은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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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관념에 대한 자기신뢰가 강하다. 사상사의 맥락에서는 관념론(Idealismus)

이 꽃을 피울 친화적인 풍토가 존재한다. 유럽의 경우 한 면이 바다와 접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륙문화였던 독일이 전형적인 관념론의 철학을 대표했던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찍이 삼 면이 바다였던 관계로 해양문화

의 성격이 제법 유지되었으나 유럽의 지중해와는 다른 주변 바다의 지리물리적-지

정학적 성격과 중국, 일본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조선에 와서는 海禁과 空島 정책

을 펴는 바람에 스스로 時流的 사고의 학습의 마당과 기회를 배제한 결과가 되었

고, 관념론의 성격이 강한 유학의 盛勢를 초래하고, 이 조선의 유산은 매우 강력한 

유전자로서 오늘날까지도 한국문화의 저변에서 작동하고 있다. 時流的-과정적 사

고의 취약은 대한민국에 와서는 과정을 상징하는 大路,20) 즉 고속도로를 뚫으려는 

20) 과정인 길(ὁδός, via)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말씀(신약성서 요한복음 14:6 [공동번역])에
도 그대로 녹아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반면에 같은 뜻인 동양의 道

(Tao)에는 시간적 전망이 들어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 道家의 “과학적” 자연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성에도 “과정”의 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다. Cf. 슈워츠, 
289ff.; 624ff. 또 다른 유명한 성경 구절(고린도전서 13:13 [개역한글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역시 시간 

계열의 차원을 내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믿음 [과거] - 소망 [미래] - 사랑 [현
재]. 이 중 현재의 행위인 사랑이 제일인 것 또한 의미있는 바이다.
時點的 사고와 時流的 사고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들어보면 

마가복음 13:32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공동번역) 초

기부터 이 주님의 날이 언제일까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날을 점치고 맞추기 위하

여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애썼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은 ‘언제 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13:37)는 당부가 따랐다. Cf. 
정호경, 161.  
여기서 참고로 길 ‘道’字가 들어가는 書道와 茶道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書

道⋅茶道(일본), 書法⋅茶藝(중국), 書藝⋅茶禮(한국)의 각 용어를 보면 나라마다 약

간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할까? 필자 생각에는 일본

은 두 경우 모두 명백히 불교의 영향이 크다. 일본 茶道의 鼻祖는 佛家로 귀의했던 

千利休(센노리큐우, 1522-1591)로 알려져 있다. 글씨쓰기는 중국의 경우 自國 문자 본

연의 일상적-자연적 사회적 소통 기능을 드러내는 眞=法의 행위였던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문자를 쓰는 데에서 오는 이러한 기능의 부자연성으로 인하여 眞의 행위

라기보다는 美=藝의 영역으로 인식된 연유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자가 

그 문자 체제에 우리보다 훨씬 더 깊숙이 편입되어 사회적 소통 기능을 수행했고, 더
욱이 문화의 해양성까지 더하여 보다 강한 과정적 사고가 불교의 가르침과 만나면서 

修德의 길(道)로 인식되어 眞이 善에 포용되어 버린 형국이다. 茶로 말하면, 중국의 

茶생활 역시 일상적이고, 개인적 嗜好의 미적 채험의 영역[美=藝]이었다면, 우리의 경

우 비일상적 嗜好로서 유교 교양 엘리트층의 사회적 交驩과 소통에 소용되는 禮의 

측면이 강한 전통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보면 삶의 현장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

것을 記表하는 어휘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예는 물론 어디서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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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한 반대로 나타났다. 이 길을 통하여 일어나는 物流와 流通, 交流와 疏通이 

흐름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화의 해양성은 농업국가였던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제패하면서 자연스럽게 수

용할 수 있었던 성격이었는바, 호라티우스(65-8 BC)가 로마 국가를 선박(navis)에 

비유한 것도 그렇지만,21) 급기야 법의 主宰 領域이 바다임을 선언한 다음의 법사

료는 특히 시사적이다.

D.14.2.9 Volusius Maecianus ex lege Rodia. 

... Antoninus : ἐγὼ μὲν τοῦ κόσμου κύριος, ὁ δὲ νόμος τῆς θαλάσσης (ego 

orbis terrarum dominus sum, lex autem maris). ...

(朕은 地上의 主君이지만, 법은 바다의 주군이다.)

이에 반하여 기술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에서 토지와의 밀착이 특징이었던 

서양 중세 봉건사회의 법은 그 공간 영역이 대지였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법들에 비해 정태적이었다.22) 일찍이 그리스에서도 해양성이 발휘되기 전에는 법

(Themis)은 대지(Gaia)와 짝을 이루고 있었다.23) 무엇보다도 시사적인 것은 나치의 

이데올로그였던 Carl Schmitt에게서 바로 이 땅과 법의 견련성이 대표적으로 선언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Der Nomos der Erde im Völkerrecht des Ius Publicum Europaeum, 

Köln 1950). 땅의 고정성과 폐쇄성과 안정성이 부여하는 사상의 경직성과 고착성

은 바다의 개방성과 유동성과 변동성이 지시하는 사상의 時流性과 개방성과 아주 

다른 것이다. 과정의 특정한 형식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무시를 표현하는 말이, 극

단적 법률실증주의에 경도됨으로써 법의 顚覆을 낳고 불법국가로 전락했던 나치 

시대의 법상태를 촌철살인적으로 압축한 “Befehl ist Befehl” (‘명령은 명령이[기 때

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惟命是聽), “Gesetz ist Gesetz” (‘법률은 법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成句이다. 그것이 명령이든 법률이든 그 최종

견된다. 가령 성경에서 ‘영광, 권세, 힘’을 상징하는 데에 뿔[角]이 동원된 것(성경 관

용어 사전, s.v. 뿔, 570-572)은 유목적 배경을 지시한다.
21) Horatius, Carmina I.14: O navis, referent in mare te novi / fluctus. O quid agis? ... / ... 

Tu, nisi ventis debes ludibrium, cave. / ... (오 배여, 다시 끌어들이누나 바다로 너를 

새 파도가. 오 그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겐가? ... 그대, 풍랑의 노리개가 돼야만 하는 
게 아니라면, 조심하게). Cf. 후술 2.

22) Cf. Berman, 295ff.; 316ff.
23) Cf. Ehrenberg, 24-30; 40; Harrison, 48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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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강행성의 실질에만 착목하고 그 발령의 시점으로부터 비롯하는 input 측면의 

그 과정-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이 語句는 그 聽者인 受

範者로 하여금 하등의 비판적 태도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동양의 

역사상 변함없던 중핵 관념이 바로 社稷과 宗廟이다. 조상신과 관련된 후자도 전

자와 직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제외하더라도, 고대의 토지신이었던 社와 그로

부터 분리된 곡물신 稷의 동양문화 근원코드로서의 성격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지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24) 또한 동양의 천하를 구획하는 四海 관념에서 바

다는 활동무대로서의 대양이 아니라 뭍의 울타리인 경계선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25) 중국인의 “큰 테두리” 심리상태는 기정사실이다.26)

(3) 여기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동서의 이야기를 비

교해 보자. 구약성서 요나 이야기(구약성서 요나 1:1-15 [공동번역])에는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고 비로소 원인이 된 요나를 바다에 던진

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한 것이다(input→

output). 반면에 효녀 심청 이야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도된 효도에 대한 강조라는 

도덕론적 관념성에 더하여, 심청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 즉 눈먼 심봉사가 눈을 뜨

는 것과 그 결과를 지향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의 목적성(telos; Finalität)만이 

부각된다. 이 목적−즉 원하는 결과−지향성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관념론의 사고 패턴에 조응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말의 문장구조는 이러한 목적지향성을 내재화하고 있다. 서양언어의 

‘주어+동사+목적어’(가령 I drink coffee) 구조와 달리 우리말의 ‘주어+목적어+동

사’(가령 “나는 커피를 마신다”) 구조에서는 현실적 행위과정(동작)에 들어가기 전

에 이미 머릿속으로, 즉 관념적으로, 목표시점의 상태나 사물을 표상하지(envisage, 

envision, ‘成竹’) 않으면 과정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

에 일단 관념적 기획이 성립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행위를 선택해도(가령 ‘마시

다’ 대신 ‘쏟다’) 그 관념적 기획이 표상한 목적어와의 연관을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다. 사고 자체가 일단 예정된 결과로 고정되므로 행위의 교체도 이 지향성을 바

꿀 수 없는 한, 말하자면 강요된 통로로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후술하듯이 

24) Cf. 미조구치 유조 외 엮음, 381-390 (社).
25) Cf. 미조구치 유조 외 엮음, 271-288 (천하); 김인호, 146-148; Wang (2000).  
26) 孫隆基, 38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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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기본적인 특성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다양한 방면으로의 역동적인 변화

가능성(가령 coffee 대신 juice로의)이 처음부터 대단히 제한되는 것이다. 사고 자체

가 이처럼 ‘관념적’인 목적 설정과 일단 설정된 목적의 ‘고정성’으로 인해 절차적-

과정적-가변적 사고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또 서양의 경우 관계대명사 문장이 보여주는 것이 사고의 지속적인 흐름−이것

은 결국 주체[주어]로부터 개시한 행동이 계속 확산적으로 진행하여 목표[객어]에 

도달하고도 다시 그것에서부터 행동이 이어져 나아가는 방식이다(예컨대 I see a 

boy who runs to his mother)−이라면, 우리말에서는 먼저 고정된 목표가 여전히 

고정점으로 확고부동한 가운데 이 객어에 관련된 모든 부차적인 행동이 이 고정점

보다 먼저 사고되어 그 행동을 묶어주는 부문장[종속절]이 冠飾句로서만 기능하는 

구조이다(“나는 ‘자기 엄마에게 뛰어가는’ 한 소년을 본다”). 그만큼 주문장의 목

표는 핵심요소이면서 고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패가 자기 쪽으로 당길 

때 대패질이 되는 반면, 서양의 대패는 자기 몸에서 밀어낼 때 대패질이 되는데, 

그 행위의 방향성이야말로 상징적인 것이다.

이러한 언어로 인한 사고의 규정은, 가령 서양인들이 “사느냐 죽느냐”(to be or 

not to be) 하는 것을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로, 한자로 生死를 “죽살이”로, 晝夜

를 “밤낮”으로 정반대로 표현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이든 하루든 그 최종 

목표지점부터 확인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은 그 다음에 비로소 등장하는 방식으로 

언어 표현을 이끌었다. 이러한 예들은 언어구조가 우리보다 서양에 더 가까웠던 

중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서양에 가깝게 사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이러한 사고 유형의 차이는 동서양의 철학이 인간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서 그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양의 철학전통에는 시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는다.27) 그리고 만물을 고찰함에 있어서도 시간 

차원은 많은 경우 捨象된다. 人性論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철학적 인간학에서도 시

27) 중국문화의 핵심적 문화코드와 그 심층구조를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초

안정성−이에 대해서는 金觀濤(1997) 참조−에 주목한 가운데 탁월하게 설명한 孫隆

基(1999)에도 시간관의 관점에서 분석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다. 이영찬(2008) 역시 

매우 체계적인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관련한 고찰은 없다. 물론 이 말이 중국

인에게 어떤 시간과 공간의 표상 자체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時“間”과 空

“間”에서 드러나듯이 相關性이 풍부한 표상을 시간과 공간에 설정하고, 각기 독립적

이며 중립적인 두 영역, 즉 하나의 추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Cf. 그라네, 9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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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속-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서양의 철학

사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고찰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서양의 

경우에도 대륙과 영국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

것이 문화풍토의 소여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표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관념론의 나라인 독일에서는 동태학인 사회학에서

도 공간의 사회학이 탄생한다(Georg Simmel, “Soziologie des Raumes”).28) 독일에

서 가장 대표적인 시간 관련 저서는 단연 Martin Heidegger의 Sein und Zeit (1927)

이다.29) 반면에 경험론의 세계인 영국을 대표하는 저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A. N. Whitehead의 Process and Reality (1929/1955)이다. 유명한 “과정의 철학”을 

수립한 후자의 경우 철학적 시간 탐구는 process, 즉 動的인 시간으로부터 비롯하

여 존재의 실재론으로 옮겨간다.30) 반면에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이다. 靜的인 존재로부터 비롯하여 靜的인 시간으로 고찰이 이루어진다. 그러

나 시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독일은 말하자면 영국과 동양의 중간쯤에 위

치한다고 할 수 있다. 영미의 사상가들인 존 스튜어트 밀, 존 듀이 등의 의도⋅목

적⋅결과보다 과정과 수단을 중시하는 사상은 잘 알려진 바이다.

영어에서 아주 일상적인 현재진행형 분사 ∼ing 용법(가령 doing)31)이 독일어로 

∼end로 되면서는(가령 tuend) 일단 사용의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대신에 자주 

‘전치사+명사’ 형식의 고정적 어감의 대체물이 사용된다) 그 의미 역시 동작을 지

시하되 진행의 어감은 약하고, 동양으로 오면 한자는 아예 동사의 시제 자체가 없

는 무시간적 空間語이고(“時制의 평면성”),32)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하고 

있다”로 에둘러서 표현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진행이라는 동사 상태를 “있다”고 

28) Jahrbuch fü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Volkswirtschaft im Deutschen Reich (Das 
»Jahrbuch fü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Rechtspflege des Deutschen Reiches« Neue 
Folge), herausgegeben von Gustav Schmoller, 27. Jg., I. Band (Leipzig 1903), S. 27-71.

29) Cf. 엘리아스, 문명화과정 I (1999); II (1999)는 그 제목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에서 “과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단순히 history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30) 그의 다른 책 오영환 옮김, 념의 모험 (2005) 역시 靜性의 생각에 모험(adventures)
이라는 매우 강한 활동성의 비유를 결부시킨다. 

31) I am going에서도 일견 ‘있다’에 해당하는 be 동사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때의 be는 

‘이다’의 뜻이다. 영어의 be 동사와 달리 우리말은 ‘있다’와 ‘이다’가 뜻과 형태가 다

르다.
32) 임승태, 247f.; Butler, 176-181. 이러한 맥락은 아마도 중국에서 발견되는 가능한 동태

적 사고의 패턴, 즉 변증법사상마저도 曺德本(1991)이 밝히듯이 직관적이고, 결국에는 

형이상학으로 빠져버리게 만든 요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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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존재화와 연결하여 현시점에 묶어두는 방식으로만 표현이 되는 것이다.33) 

여기서도 영국의 철저히 時流的인 사고방식과 독일어의 중간적인 사고방식과 

동양의 철저한 時點的 사고방식이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영어의 동명사 

∼ing가(가령 thinking) 독일어에서는 ∼ung으로(가령 Denkung) 명사화할 때 전자

보다 더 과정이 실체화하는, 움직임이 고정화하는 사고 경향을 보이는 것 또한 이

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자와 유사한 독일어의 조어방식(우리말도 유사

하다)은 복합명사의 경우 모든 꾸밈말이 선행하므로 모든 상태가 꾸밈을 받는 말

[語主]에 이르러 정지해 버리므로 고정성이 강한 반면에(예컨대 피스톤볼트안전 

나사 Kolbenbolzensicherungsschraube), 다른 유럽어의 경우에는 語主로부터 출발하

여 꾸밈말들이 순차로 등장하므로 선형적 진행성이 강하다(예에서 vis de fixation 

de l’axe de piston).34) 또 프랑스 문장이 자연스럽게 후행하는 문장부분(명사, 절 

등등)을 선행하는 대명사로 지시하면서 문장을 시작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시에 의한 긴장과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체를 사용한다면(가령 “그가 이집

트 원정전쟁을 마친 후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귀환하기로 결심했다” Après qu’il 

avait terminé la campagne d’Egypte, Napoléon se décida à rentrer en France), 독일

어의 경우 통상 대명사는 그것이 지시하는 문장부분이 선행한 다음에야 사용되므

로(예에서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전쟁을 마친 후 (그는) 프랑스로 귀환하기로 결

심했다” Nachdem Napoleon den Ägyptenfeldzug beendet hatte, entschloß er sich, 

nach Frankreich zuruckzukehren) 지시 기능이 미래를 향한 흐름의 속성을 갖지 못

한다.35) 복합명사에서 나타나는 독일어의 계단식 얽힘 結構는 긴축적이고 완결적

이지만 해득이 어렵고, 반면에 분석적 언어의 선형적 연쇄형셩은 때로 장황하고 

복잡하며, 개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36) 우리는 儒家 사유를 연구하여 意識의 

시간성 배제, 同型 구조의 복제, 능동적 자아의 결어 등을 밝혀낸 기존의 연구 성

과에 동의할 수 있다.37)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권의 유명한 저자의 책에 드러난 것은 의미심장하다. 

Daniel J. Boorstin, The Seekers. The Story of Man’s Continuing Quest to Understand 

His World (Random House: New Yirk, 1998)의 Part VIII. A World in Process: The 

33) Cf. 슈이치, 53-60.
34) Cf. Spillner, 112f.
35) Cf. Spillner, 120-124.
36) Cf. Spillner, 112f.
37) Cf. 임승태, 259ff.; 269ff.; 275ff.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 / 崔秉祚   19

Meaning in the Seeking은 그 표제 자체로 세계를 과정으로 인식하는 서양인의 면

모가 드러나 있는데,38) 특히 그 중에는 Bergson의 창조적 진화를 다루는 40절의 

제목이 매우 시사적이게도 “Rediscovering Time”이다.

(5) 자아 중심으로부터 원심적으로 확산하는(centrifugal) 서양문화의 특성이 이러

한 過程觀에 반영되어 있다면, 구심적으로(centripetal) 수렴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

려는(inclusive) 동양문화[“四方”, “四海”]의 조화(harmony) 지향성은 과정에 대한 

인식과 고찰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성향을 띤다.39) 이러한 경향은 동양의 울타리

식 都城과 그 속에 포용된 궁궐−이 궁궐은 공격과 방어를 위한 요새로서가 아니

라 울타리로 구획된 지배영역의 평화질서를 상징한다−과 달리, 그 자체가 독자적

으로 분리된 서양의 세력중심점인 要塞 城(Burg, castle, château)의 건축 구조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40) 彼我를 불문하고 외부와의 부단한 인적 물적 교환과 교류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서양의 城과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자족적 내부순환 

기제를 구성하는 동양의 도성은 교류 필요성의 강도에 비례하여 이미 그 주민들에

게 각인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역사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체득된 이러한 문화적 습성은 결국 문화 전반의 영역에서 거의 의

식되지 못한 채 발휘되는 것이다.

성곽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개인[各具]과 집단[統體]의 관계에 대한 함의는 전체와 

부분의 귀속관계를 표현하는 언어 구조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다.41) 

서양어는 a가 A의 일부여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a∈A인 경우에 그것을 “a of A”

와 같은 식으로 屬格의 전치사 of, de, di, von (또는 관사의 속격)을 이용하여 표현

한다. 반면에 동양어는 “A의 a” 하는 식으로 속격의 後置詞 ‘의’, ‘の’, ‘的’ 등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전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개체인 a로부터 출발하여 그 개체가 

귀속을 선택하는 더 큰 단위(집단, 공동체, 전체)인 A로 사고와 시선이 옮겨간다. a

의 정체성은 a 스스로의 개별성, 개체성에 근거하여 선재하는 것이고, A에의 귀속

성은 그에 덧붙여지는 하나의 속성일 뿐이다. 그리고 a는 이미 자기정체성을 가지

38) 時流的 사고의 經驗論的 특성이 가장 잘 발휘된 것이 바로 서양의 자연과학이다. 과

학을 과정으로 보는 시각은 가령 Sanitt (1996).
39) 四字 자체가 땅을 상징하고, 공간적 방위 개념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도 주목할 점이

다. Cf. 이스위(易思羽), 945ff.
40) Cf. 중국어문학연구회, 283.
41)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의 현대 비교문화적 측면에 관해서는 Hofstede, 4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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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A에 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는 그의 (적어도 상대적으로 강

한) 자율적인 결정에 달려있게 된다. 그의 세계는 늘 자기중심으로부터 외부로 확

산적으로, 원심적으로 발산하는 것이다. 반면에 논리적으로 A가 먼저 표상되지 않

으면 개체 a로 나아갈 수 없는 후자의 경우에는 a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에 A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a는 스스로를 포함하는 더 큰 단위

(집단, 공동체, 전체) 속에서의 자기 定位가 없이는 a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다. 

집단소속의 정체성이 필연적인 소이이다. 따라서 전자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 

자아관으로부터 출발한다면, 후자는 집단주의적 자아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서양어 중에서 독일어의 경우에는 동사가 종속절에서 後置되고

(가령 dass ich Kaffee trinke) 그래서 주문에서는 영어와 같고(가령 du sagst, dass∼), 

종속문에서는 우리말과 같은 어순을 보임으로써 영어와 우리말의 중간태를 지닌다

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만큼 영어권보다 독일어권 사람들이 덜 과정적이고 더 관

념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와 유사한 현상이 屬格의 표시에서도 보인다. 독

일어의 경우에는 속격을 기본적으로 前置詞나 前置된 관사의 속격형을 통하여 표

현하지만(가령 einer von uns; das Buch des Kindes), 예외적으로는 後置가 허용되

기 때문이다(가령 nach meiner Meinung 또는 meiner Meinung nach). 이것 역시 독

일어권이 영어권보다 더 관념적이고 집단주의적일 개연성을 보여준다(나치를 생각

해 보라!). 동양에서는 중국어가 중간적인 모습이다. 주문장의 구조와 전치사 등은 

영어와 같지만, 속격의 표시는 後置詞의 방식을 사용하는 까닭이다. 중국문화가 

우리보다 더 실용주의적인 이유의 한 설명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관계 설정의 방식은 하나는 “나는 ∼에 속한다” 식이고, 

다른 하나는 “∼에 나는 속한다” 식인데, 일상의 다양한 방면에서 그 사고방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우리의 편지 주소 쓰는 방식이 하나의 예이다. “대한민국 ∋ 서

울특별시 ∋ 관악구 ∋ 신림동 ∋ ∼아파트 ∋ 아무개” 식인데, 서양의 방식은 정

반대임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이름의 표기 방식도 다르다. 우리는 ‘姓+名’으로, 서

양은 ‘名+姓’으로 정반대이다. 또 다른 예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셈할 때 서양인은 

주먹을 쥔 다음 새끼손가락부터 펴가면서 세는 반면(확산), 동양인은 손을 좍 편 

채로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꼽아가면서 센다(수렴). 동일한 화면을 보고 인지하는 

방식도 동양인이 전체의 배경적 틀을 먼저 본다면 서양인은 그 속의 특정한 개체에 

주목한다고 한다.42) 서양인들이 동양인들보다 개인주의적인 것도 대체로 인정되는 

42) Cf. 니스벳, 8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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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다. 우리는 어떤 집단 소속원이 전체의 움직임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실천하

기가 매우 힘들다. 자신의 자아정체성 자체를 의문에 부치는 결단이 필요한 까닭

이다. 이를 감행하는 경우에는 ‘배신자’ 낙인을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가장 중요한 것이 A라는 울타리 속의 귀속영역이다.43) A에 귀속하는 과정과 

절차보다는 현재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그나마 이러한 귀속체의 

변경이 가능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열국이 쟁투했던 오래 전의 부족국가 시대에

서나 찾아볼 수 있고, 천하가 통일된 다음에는 그 집단에의 귀속성은 거의 확고부

동한 것이 되었다. 열국의 시대에 다원성이 초래한 경쟁(competition)이 과정적 사

고를 촉진할 수 있었다면, 통일 후에는 한 울타리 안에서의 동질성과 조화의 보전

(correlation, coordination)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말하자면 더 이상 과정과 절

차를 체득할 기회가 문화 상황 속에 강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언어는 이러

한 성향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강화시켰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관용화된 “우리”라

는 표현은 심지어는 일부일처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을 사용하

여 서양인이라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체질화된 집단주의

적 귀속적 안정감을 반영하는 이 어휘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투입하는 경우(가

령 “열린‘우리’당”, “‘우리’은행”, “‘우리’가 남이가” 등등)에 우리 문화 풍토에서는 

정서적 반감 없이 대중 조작까지가 가능한 것이다. 

로마의 경우 라틴어는 각 어휘가 각자 어미변화(명사의 경우 添用, 동사의 경우 

活用 변화)를 한다는 그 문법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체와 개인의 관계(속격의 문

제), 사고방향의 목적론적 지향(동사와 객어의 상호위치 문제) 등에 있어서 거의 

완전히 개방적인 특성을 보인다. 前置詞(가령 de, ex, post 등등)가 主이지만 後置 

방식도 존재한다(가령 causa, gratia, nomine 등등). 속격은 ‘A의 a’ 또는 ‘a A의’ 두 

방식 모두가 가능하다. 문장도 ‘주어–객어–동사’ 순서가 원칙이지만 주어, 객어, 동

사가 서로 위치를 임의로 바꿔도 원칙적으로 (다소간의 어감의 차이를 별론으로 

하면) 문장의 구성과 의미 전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러한 언어는 사고방식에

도 개방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법의 세계는 개인주의로의 경사도, 집단주

의로의 경사도 피한 채 적절한 중간 지점에서 균형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그리스의 민주정처럼 개인주의적인 參政 제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양의 군주

정처럼 개인들이 參政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제도도 아니었던 것이 로마의 왕정에

서 공화정에 이르는 정치제도의 특성이었다. 적어도 개인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43) Cf. 권수영(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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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권리(ius) 중심으로 관념하여44) 법을 그 실현의 

장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체주의로 발전시킨 로마에서 형사소송법상 시민에 

대한 고문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45)은 동양의 보편적 拷訊 체제와는 분명히 다른 

서양적 장점이었다.46) 집단주의, 특히 통일된 국가 위주적 집단주의가 로마에서는 

결코 번성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의 기초가 상존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로부터 문화주체인 지식인들을 국가가 강력히 흡

인함으로써 그 사고와 사상과 실천을 국가중심적으로 획일화시키지 않았던 데에 

크게 기인한다. 

반면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사회의 집단주의적 기초와 기층구조−

天下者國之本也, 國者鄉之本也, 鄉者家之本也, 家者人之本也 [管子];47) 天下之本

在國, 國之本在家, 家之本在身 [孟子]48)− 위에 그나마 취약한 시민사회의 인력을 

科擧제도를 통해 국가가 강력히 흡인함으로써49) 이들 어려운 漢字 장악자50)인 엘

리트 계층이 늘 爲政者로서의 자의식 속에서 국가위주적 사고와 행태를 결코 벗

어나지 못했던 데에서 로마와는 다른 방향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어리광부림”의 문화51)로 규정가능한 개인의 비발달52)은 백성의 “자아

44) 참고로 이승환, 209-213에 의하면 중국에서 “권리”라는 한자어가 없었던 것은 권리 

개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한문이 지닌 비일반화의 경향−

이에 대해서는 특히 中村 元(1990), 42ff.; 70ff.; 이은봉, 235ff.−으로 인해 “권리”라는 

보편적 단어가 생겨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한다. 면밀히 더 고찰해 볼 문제이지만, 가령 
로마의 경우 권리의 보편적 단어(ius)는 있었던 데에 반하여 “의무”의 보편적 단어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어와 개념의 관계는 언어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 중국의 경우 “의무” 개념은 어찌되는지? 
45) D.48.6.7 Ulpianus 8 de officio proconsulis. 

Lege Iulia de vi publica tenetur, qui, cum imperium potestatemve haberet, civem 
Romanum adversus provocationem necaverit verberaverit iusseritve quid fieri aut quid in 
collum iniecerit, ut torqueatur. item quod ad legatos oratores comitesve attinebit, si quis 
eorum pulsasse et sive iniuriam fecisse arguetur.
(高權이나 職權을 가지고 있다 해서 로마 국민을 상소권에 반하여 살해하거나, 구타

하거나, 또는 고문하도록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목에 刑具를 씌우는 자는 公暴力에 

관한 율리우스법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또 代官, 대리인, 또는 수행원들에 관해서도 

이들 중 누군가 구타했거나 불법침해를 한 것으로 증명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同旨 Paulu Sententiae 5.26.1. Cf. Brunt, 256-265.

46) Cf. 최병조(2006), 125-211.
47) �管子� ｢權修｣ 第三.
48) �孟子� ｢離婁｣上.
49) 李宗桂, 283ff.
50) Cf. 루이스(2006); 김인호, 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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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과 통치계층에서만의 “자아확대”라는 이러한 일종의 상시적 양극화 기제를 

고착시켰던 것이다. 중국인은 ‘자아확대’를 꾀하려면 반드시 ‘사람 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서양인처럼 같은 하나의 평면 위에서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자아

확대’의 권리를 갖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 孫隆基의 확인이다. 말하자면 파레토가 

말하는 엘리트의 순환이 혁신과 통합의 진자운동을 가져오기에는 엘리트 순환의 

거시적 구조 자체가 폐쇄적이었던 것이다.53) 그런데 법의 발전은 다양한 주체들의 

경쟁 속에서 힘에 의한 제어가 더 이상 항상 가능하지 않을 때 합리적 대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서양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은 통찰에 기초한 지적(Harold J. 

Bermann)을 고려하면, 동양의 천하국가는 다방면에서 서양식 법의 발전에 우호적-

촉진적 여건을 마련할 수 없었고, 오히려 “깎아서 고르게 만드는”, 그래서 실질적

으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보편적 剷平主義와 그에 대극되는 강한 특수화(계급

서열화)로 부지되는 전제주의의 고착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54) 이러한 문화심리

가 원인과 결과가 된 문화풍토의 속성은 “남들과 같다”, “내가 머리를 내밀지 못하

면, 너도 내밀지 말라!”와 같은 어구에 잘 드러나며, 이는 “질투의 보편화”를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爲政官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전형적인 성구들, 가령 

“오직 州官이 불을 놓는 것만을 허용하고, 백성은 등잔불 붙이는 것도 허용치 않

는다”(只許州官放火, 不許百姓點燈)든가, “예의는 庶人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형

벌은 大夫에까지 오르지 않는다”(禮不下庶人, 刑不上大夫), 등은 차별적-위계적 

법상태의 전형적인 증거인 것이다.55) 한국의 경우에도 그 결과평등주의적 심성은 

잘 알려져 있다.56) 

오늘날 전 세계의 법률문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유독 영어에만 

알려져 있어서 일대일 번역이 안 되는 privacy란 어휘는 그것이 표상하는 개인의 

고유한 영역의 의미와 더불어 문화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이다.

  

(6) 한국 문화에 침윤된 沒時間的 사고 경향은 이른바 오늘날 한국인의 특징이

51) 孫隆基, 226ff.
52) 孫隆基, 233ff. (인용은 272).
53) Cf. Wössner , 266ff., 특히 272ff.
54) 孫隆基, 305ff.
55) 이러한 권력거리, 평등문화와 불평등문화의 현대 비교문화적 측면에 관해서는 Hofstede, 

47ff.
56) Cf. 송호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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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빨리빨리”에, 즉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조급하게 바라는 

보편화된 심성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일상의 낯익은 표현 중 하나인 “선행학

습”은 다름 아닌 시간의 말살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사고에서 시간은 망각되어 있

다(철저한 관념론). 달리 표현하면 “학습”이라는 process에 필수적인 비용, 즉 시간

을 소모하지 않고 학습의 결과를 말하자면 공짜로 얻겠다는 것이다.57) 이것은 사

물의 본성과 법칙에 반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전형이다. 교육과 학습은 오로지 지

식이나 학위나 직장을 얻기 위한[목적론적 논거], 도달점만이 문제되는−時點的 

사고−, 그런 현상이 결코 아니다. 공부는 그 자체가 살아가는 과정이고, 자기 정

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이다−時流

的 사고−.58) 우리는 이 사실을 공자님의 �論語� 맨 첫머리로부터 바로 확인할 수

가 있다. 삶을 사랑했던 위대한 인물의 가르침이 남다른 이유일 것이다.59) 

�論語� ｢學而｣ I.1: 學而時習之 不亦說乎? 

더욱이 習이 단순히 배운 것을 반복하는 복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60) 배운 것

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61) 이 한마디에는 과정(learning)

과 실천적 목표(practice)가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유독 한국인 번역자의 경우만 時

流的-과정적 사고가 약한 것이다.

교육과 관련한 時點的 사고의 전형은 예컨대 “올해 수능은 만점이 응시자의 1%가 

되게 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목표설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또 어차피 매년 다른 

시험을, 매번 다른 응시자들이 치르고, 만점이 얼마가 될지는 시험의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그 결과로서 확인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목표 달성은 불

가능한 것이므로 항상 등장하는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비난에서도 그대로 드러

57) 과정의 비용이 시간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Sowell, 75-84.
58) Cf. 루트번스타인⋅루트번스타인, 415ff.는 교육의 제1차적 목표가 보편적인 “창조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
59) 이러한 전통적 이해에 대하여 공자의 계급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전혀 다른 해석을 

제공하는 趙紀彬의 견해(397-406)를 이곳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동서간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어느 대목에선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떠

한가를 살피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60) 同旨 車柱環 譯, 論語 [乙酉文庫 22] (乙酉文化社, 1969/11판 1975), 15.
61) 同旨 Eyckmans (trad.), 13: “mettre en pratique ce que l’on a appris”; Cheng (trad.), 29: 

“l’appliquer”; Moritz (Übers.), 146: “Es meint die Einheit der geistigen und praktischen 
Ebene”; Legge, 137: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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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목표치를 이루려면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애초의 점수에 손질을 가함으

로써 역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필칭 교육을 통한 양성을 주장하면서 

법학대학원 출신들의 변호사 합격비율을 처음부터 일정한 수치로 묶어 놓는 조치

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학습의 성취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줄 사람의 수효를 제한하는, 이러한 역논리의 방식

은 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에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소설 중에서도 과정을 가장 중시하는 추리소설이 미국에서 기원하여(에드거 앨런 

포) 영국과 미국에서 꽃핀 것(아서 코난 도일, 애거사 크리스티, 앨러리 퀸, 길버트 

키이스 체스터턴 등)도 기억할 일이다.

(7) 沒시간성 또는 脫시간성은 동양의 이상사회에 대한 관념을 서양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서양의 이상향, 즉 Utopia는 플라톤의 그것으로부터 토

마스 모어의 그것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인간의 기획에 의해 미래에 세워지는 “신

세계”이다.62) 반면에 동양의 경우 “武陵桃源”은 글자 그대로 철저히 無爲 속에서 

인간에게는 접근이 차단된,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인간세계의 시간 흐름이 정지하는, 

동시에 자연이 베푸는 혜택의 윤택함으로 잘 사는, 그러한 세계이다. 이 신화적이

고 환상적인 세계의 비전 裏面의 심리는 힘든 현실에서의 도피를 끔꾸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어떤 미래의 기획이 전혀 아니다.63) 말하자면 陽의 서

양에 대해 陰의 동양문화가 갖는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세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서양문화를 “殺父문화”라면 중국문화는 “殺子문화”

−이것은 늙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 갓난 자식을 죽이는 극단적인 孝마저 강조하는 

문화코드에서 드러나는데−라는 진단64) 역시 시간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는 逆流

62) 물론 그러한 기획에는 적어도 낮은 단계, 즉 이상적인 나라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의도되고 적어도 현실에 대한 비판적 모델로 작용하는 경우(예컨
대 플라톤의 �법률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제7/8권)와 높은 단계, 즉 도덕적 

완성의 이상을 추구하여 사회적⋅정치적 하부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제시하는 이상국

가의 계획이 글자 그대로 실현될 것을 의도하지 않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모델로 작동할 수는 있되 낮은 단계의 것보다는 덜 직접적인 경우(가령 

플라톤이나 제논의 �국가⋅정체�)를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어느 경우든 그것

이 有爲의 과정에 의한 인간 기획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Cf. Ferguson (1975). 그

러한 기획의 과학적-수학적 이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김필년, 83-87. 국가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과 현실주의적 접근에 관해서는 Henke, 278-293 (§29).
63) Cf. 서신혜(2010).
64) 孫隆基, 20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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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성격이 강하고, 孫隆基가 이를 “에누리없는 ‘사망숭배’”라고 해석한 것도 나름

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쇠퇴, 枯落하는 사물은 새로운 사물에게 길을 비켜주어

야 비로소 자연계의 연속이 보장된다고 하는 時流的 이치에 거스르는 까닭이다. 

 

(8) 脫시간-脫공간(脫俗)적인 무릉도원적 세계는 결국 알 수 없는 과거의 한 시

점으로의 투사인데, 이러한 투사는 동양의 이른바 聖人에 대한 관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서양의 凡俗함을 뛰어넘는 영웅들은 자신의 삶의 역정에서 주어진 운명

을 거스르면서까지 앞을 향해 매진한 인물상으로 채워져 있다. 시간의 흐름 속의 

상대적 존재태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조건을 이들도 공유하므로 모든 영웅들은 

사람으로서 단점과 약점이 있고, 결코 100%의 관념적 理想人으로 미화되지도 않고 

그 이상화된 모습으로 시간의 바깥으로 고착화되지도 않는다(그리스 신화에서는 

神들조차도 100%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마디로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인간들이었다. 반면에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은 聖人으로 관념화되고, 

100%의 그 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시간의 현재 흐름 속으로 들어와

서는 안 되므로 결국은 과거로 투영되어 고정된 실체인 것으로 관념되기에 이른

다. 성인은 늘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堯 임금과 舜 임금이 과거에 고정된 이

미지인 것은 이런 연유이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현재 인간의 새로운 기획이란 있

을 수 없다. 이미 과거가 그 항구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65) 

(9) 時點的 사고와 時流的 사고 및 그 중간적인 모습은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글자입력의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영어권에서 word processing, word processor라고 

부르는 것을 독일어권에서는 Textverarbeitung, Textverarbeitungsanlage라고 부른다. 

글자 그대로 “텍스트 가공”, “텍스트 가공기(계)”라는 뜻이다. 이에 해당하는 어휘

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영어를 음사하여 그냥 워드프로세서라고 

하거나 한글입력기라고 한다. 컴퓨터화 되기 전에는 타자기라고 불렀다. 중국어로는 

文字處理機로 옮기기도 한다. 영어권 밖에서는 process 개념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그중에서도 打字機나 입력기는 가장 時點的 관점의 용어이다. 

한 시점에 낱 자모의 키를 때리는 동작에 국한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 전체 텍스트

와의 공간적, 시간적 구조적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아예 음사하여 ‘와-도쁘로셋-

서’ 또는 그들의 長技대로 확 줄여서 ‘와-쁘로’로 사용하는 일본의 경우는 언급할 

65) Cf. 미조구치 유조 외 엮음, 187-196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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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조차 없지만, 중국의 ‘문자처리기’ 역시 과정의 성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는 낱글자보다는 텍스트라 함으로써 전체와의 공간적 구조는 좀 더 잘 

표현하고 있지만 加工(또는 처리)이라는 말에서 과정성을 감지하기는 여전히 미흡

하다. 눈에 띄는 것은 시각문자인 한자를 공용하는 동양 3국의 경우 時流的 관점

이 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영어에서만 유일하게 process라는 한 단어가 

(rule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명사와 동사로 겸용된다는 사실은 時流的 사고의 백미

라고 할 것이다.

(10) 우리가 朝鮮王朝實錄 등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공식적 기록문화의 자랑

스러운 전통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결과주의 성향에 비추어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동양적 규범주의 역사관과 평생을 글로써 쓰는 작업에 종사했던 과거 지

식관료들의 체득된 행태 덕분일 것이다.66) 만일 철저한 결과주의적 사고가 관철된

다면 모든 공식적인 의사결성 과정의 議事錄 작성이 의논 과정에서 등장한 의견 

모두에 대해 일일이 신경을 써서 기록하기보다는 최종결과만을 보고하는 것에 그

칠 확률이 높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빈약한 몰골을 드러낼 것이

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1999.1.29 법률 제5709호; 전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5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

한법률｣ (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이 등장한 것이 대한민국 건국 후 무려 

반세기도 더 지난 다음이라는 사실은 조상님들의 탁월했던 기록 전통이 일제강점

기를 지나면서 퇴색하자, 다른 정치사회적인 요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이를 바로 

되살릴 수 있는 과정중시적 문화코드가 약했던 데에도 크게 기인할 것이다. 

이제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고 유형의 차이를 특히 법문화와 관련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법질서 자체가 이미 

시간의 3차원에 상응하여 분립된 三權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司法 [과거] 

- 행정 [현재] - 입법 [미래]. 이들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 못지않게(competition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기적 순환과 조화(coordination면) 역시 필요하다. 국회가 행

정부의 발목만 잡고, 사법부는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는 사법권을 존중하

지 않는다면 시간 흐름의 난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66) Cf. 오항녕(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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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vernment v. Staat v. 나라, 國

우리는 법을 이야기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나라를 생각한다. 법공동체, 법질서의 

구현체의 전형이 나라라는 이야기이다. 동양의 경우 중국의 國은 그 상형의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공간적 관념을 재현한 것이다. ｢□ + 戈 + 口 + ― = 國｣, 즉 국

경과 무기와 食口와 땅을 조합함으로써 지역적 방어공동체로서의 원초적 성격을 

가진 존재가 國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67) 商鞅 류의 農戰主義的 국가 이론

(�商君書�)은 정확하게 이러한 나라 國字의 모상에 충실한 것이다. 國은 그 의미

가 확대[引伸]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도 철저히 공간적 표상의 기본 의미를 유지하

였다. 國 → 首都 → 城市; 國 → 部落; 國 [封國] → 封地 → 地區⋅地方; 地形⋅

地勢 → 故鄕⋅家鄕.68) 여기에는 Staat에 나타나는 정도의 시간성도 배제되어 있다. 

우리말의 나라도 철저히 공간적 표상을 재현한 것이다. 어원연구에 따르면 ｢나라 

< 날 < 낟(土, 地)｣의 계통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어휘는 만주어 ｢na < nar

(地)｣와 통하고, 어원적으로 일본어 ｢no < nor(野)｣, 한국어 ｢논 < 녿(地)｣과 동류

이다.69)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고정적이거나 

불변적인 실체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늘 부자라고 

생각하는 병폐도 이런 사고 풍토에서는 쉽게 나올 수가 있다. 공공재인 국가를 제

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과정이 필요한데, 언어의 암시는 시간 과정 속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미약하게 만들기 쉬운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영미 사람들은 나라를 이야기할 때 state라는 용어보다 government

라는 용어를 더 빈번히 사용한다(중등교육과정의 과목 이름도 이것이다). 반면에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라틴어 status로부터 유래한 Staat, état, stato 등의 

용어(16세기 이래)가 보편적이다.70) 이 후자는 전통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나라를 

지칭할 때 많이 쓰던 civitas나 res publica 대신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로 원래는 일

정한 공적인 ‘상태’(Zustand, state)를 뜻한 것이었고,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어떤 

기능태인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등등의 동적인 측면을 전혀 표현도 표시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나라를 정태적, 時點的으로 파악한 말이다. 

67) 東亞 百年玉篇 (두산동아, 1997/9쇄 2005), 438.
68) 강혜근 외, 568-571.
69) 徐廷範, 125. 필자로서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나 우리말의 뿌리를 

성경 히브리어 및 아람어에서 탐구하고 있는 정성덕, 56도 나라가 땅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같은 견해이다.
70) 사르토리 I,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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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government란 용어는 govern의 기능과 작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라의 

핵심이 바로 governing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어휘이다. 이 governing 속에는 

국가작용의 전 과정이 아울러 표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은 원래 배를 조종하는 

操舵행위(gubernare)를 의미했다(Cf. 전술 1.(2)). 해양문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인들 스스로 이 행위가 바다의 惡天候와 暴浪을 실천적 통찰력으로 통어하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임을 다음과 같이 (언어유희를 통하여) 표명하였다는 것은 의

미심장한 일이다.

Isidorus, Etymologiae sive origines 19,1,4:71)

gubernio, qui et gubernator, quasi coibernator, quod coibeat prudentia sua iberna, 

id est tempestates maris. 

(gubernio (操舵手)는 또한 gubernator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 coibernator (制御者)

인 바, 왜냐하면 자신의 賢慮로써 폭풍우, 즉 바다의 악천후를 제어하기(coibeat) 

때문이다.)

이러한 government의 역동성을 한층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도 영미 사람들은 사

용한다. 가령 Arthur Bentley의 The Process of Government (1908)가 그러한 예이다. 

독일어의 Staatswissenschaft는 영어에서는 Political science가 되면서 固體的인 

Staat 대신에 流體的인 politics로 변모한다.

반면에 우리말에서 ‘다스리다’는 철저하게 인간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행위를 포착한 어휘이다. 말하자면 애초에 농업사회였던 로마의 다스림에 관

계된 핵심어가 言動性에 중점을 둔 imperium이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다스리다는 月印千江之曲에 “다리다”로 나타나는데, 어근 ‘닷’은 만주어의 어근 

das (治)와 同源語이고, ‘닷(닫)’은 말의 뜻을 지닌다고 한다. ‘넋두리, 들에다, 떠들

다’의 ‘둘, 들, 덛’ 등이 말의 뜻을 지니는 옛말이며, 일본어의 경우에도 tou (問), 

toku (說)에서 보이는 어근 to는 tot이 祖語形으로서 말의 뜻을 지닌다고 한다. 넋

두리의 ‘두리’가 말의 原義를 지닌다고 한다.72) 

로마의 경우에는 나라란 civitas든 res publica든 모두가 ‘시민’ 공동체(civitas < 

71) Maltby, s.v. gubernator, p.265에서 재인용.
72) 徐廷範, 164f. 필자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참고로 덧붙이자면, 정성덕, 106f.는 ‘다스

리다’가 히브리어 ‘샬랕’에서 음운도치와 음절도치 등을 거치면서 유래한다고 설명하

는데, 그 의미는 ‘힘을 행사하다, 지배하다’ 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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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s [시민, 국민. 어원적으로는 居民]), 또는 ‘公의’, 즉 ‘국민’/‘인민’의(publicus < 

poplicus < populus [인민] ≒ pubes [男丁]) 事(res)를 의미하는 것으로−民이 철저

히 배제되었던 동양과 정반대로−공동체를 구성하는 인민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이

다. 달리 로마국을 아예 populus Romanus (“로마인민”)이라고도 표현한다. 로마의 

人的 단체로서의 국가공동체 관념은 서양에서도 독특한 것이고, 이것이 로마적 공

동체주의, 공화주의읙 기반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처럼 人으로부터 출발하는 고찰

방식은 일찍이 법인격 개념을 국가와 같은 공공단체에 적용할 수 있게 했고, 자연

인인 개인의 경우에도 caput나 persona와 같은 법인격 개념을 통해 법앞의 평등을 

선양할 수 있게 하였다. 제국이 된 후에도 그 나라를 표현하는 것은 광대한 영토

와 같은 공간 표상이 아니라, 經世의 통치권(imperium < imperare [명령하다, 통치

하다]) 개념이었다. 후대에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제국을 뜻하는 empire 용어의 기

원이 된 이 어휘는 국가의 본원적 기능에 착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의 state 개

념보다는 government와 통한다. 공간표상이 강했던 대륙법의 세계와 시간표상이 

강했던 영미법의 세계와는 또 달랐던 로마의 중간자적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대목

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로마의 경우 시민공동체의 원래적 

맥락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자 하는 상호적 교환의 추구였고, 이처럼 시민 각인

의 대등자로서의 인정73) 하에 끊임없는 과정적 순환의 현실을 태생적으로 전제하

였다는 사실이다.74) 

Cicero, De officiis I.7.22:

homines autem hominum causa esse generatos, ut ipsi inter se aliis alii prodesse 

possent, in hoc naturam debemus ducem sequi, ommunes utilitates in medium adferre, 

mutatione officiorum, dando accipiendo, tum artibus, tum opera, tum facultatibus 

devincire hominum inter homines societatem.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말하자면 인간은 인간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서 자연 상태인 인간 본성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아 따라야 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중심문제로 생각하고 서로 간의 의무를 교환해야 하며, 

때에 따라 기술, 노동, 재능을 주고받음으로써 인간사회를, 인간과 인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도록 해야 한다. - 허승일 옮김, 30f.)

73) Cf. Cicero, De re publica I.32.49: iura certe paria debent esse eorum inter se, qui sunt 
cives in eadem re publica. quid est enim civitas nisi iuris societas? (필경 같은 국가에서 
시민인 자들의 권리가 그들 사이에서는 동등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나라란 시민들의 

권리의 결사체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 김창성 옮김, 137)
74) Cf. 키케로의 res publica 이해에 관해서는 Schofield, 17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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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인간사회와 국가에 상호교환의 時流的 모델을 적용하기를 처음부터 거

부하고 孝悌共同體인 가정의 확대모형인 忠義共同體로 국가를 관념하여 시종일관

한 동양은 구성원 각인의 대등자로서의 지위보다는 고착적 序列的 위계질서를 그 

구성원리로 삼았던 것이다.

3. Rule of law v. Rechtsstaat, 법치국가

언어와 이러한 사고 방식의 관계는 오늘날 모든 나라가 표방하는 법치를 드러내는 

기호에서도 간취할 수가 있다. 영미의 유명한 표현이 rule of law라면75) 대륙 쪽은 

이를 참조하여 조어한 독일의 Rechtsstaat와 이를 번역하여 수입한 état de droit, 

stato di diritto가 통용된다.76) 우리는 ‘법의 지배’와 ‘법치국가’라는 두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데, 어차피 모두가 수입한 것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후자가 우리 법률가들의 

입에 더 친숙하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동적인 성격이 강한 경험론 나라의 표현과 

정적인 성격이 강한 관념론 나라의 표현의 차이가 감지될 수 있다. 그런데 법치야

말로 어느 한 시점에 실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현되어야 하는 동적인 

과정임을 생각하면 마치 그것이 고정된 실체인 양 표현하는 법치국가라는 표현은 

그 실현의 과정적 성격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상기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rule 

of law보다 못 미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rule을 ‘지배’로 번역한 역어 역시 

rule의 다양한 면모(명사로서, 동사로서)를 제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간에 한계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rule of law가 ‘법의 지배’보다 한 

수 위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영어의 rule이−특히 ‘to rule’ 

by ‘rule’의 다층적 의미함축성에 있어77)−가지는 여러 함의를 독일어나 우리말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후술 6.(4)).   

4. Due process of law

이러한 동태성과 정태성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영미식 개념인 due process of law

에 이르면 더욱 확연해진다. ‘적법절차’로 번역하는 이 용어는 동양의 경우 아예 

그 대응하는 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영어의 of가 가지는 함축성

은 여실히 발휘된다. 한편으로는 법이 마련한 적법절차라는 의미를, 다른 한편으로

75) Cf. Cam, 11ff.
76) Cf. Caenegem, 185ff.
77) Cf. 사르토리 I, 18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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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자체가 바로 적법절차라는, 어찌 보면 더욱 심오한 철학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78) 동양의 경우 전통적으로 법을 표상하는 경우에 실체적인 관념이 절대

적으로 우세하였다. 우리가 법철학이든 법사상사이든 법의 근본문제를 다룰 때 항

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자연법(神法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도 좋

다)인데, 역사상 명멸했던 모든 자연법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연에 대한 이해와 

법에 대한 이해의 매트릭스에 따라서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것들이 오로지 실체적 正義의 내용

적 논의에 국한하고 절차법에 대한 것을 아무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

념적 존재로서 주장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현실의 지상세계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평민들이 離反을 통해 쟁취했

다는 고대 로마의 십이표법이 그 첫 부분을 소송절차법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XII. 

Tab. I.1: “법정으로 소환하면 출석하라”)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조선시대에 

형사일반법으로 활용되었던 大明律 역시 절차 규정은 총 460개 조문 중 410개조

가 지난 다음에야 겨우 등장한다(卷第二十七 捕亡; 卷第二十八 斷獄). 그마저도 

실체법 규정과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 흐름 속의 진행과정이 체계적으로 서

술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실체적 관점에서 正義를 보는 時點的 사고에서는 정의를 수식하는 용어는 당연히 

‘실질적’이라는 형용사이다. 대륙법 전통의 전형적인 법철학자 Hans Welzel이 쓴 

매우 훌륭한 법철학서인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1951)는 그 제목부

터가 매우 시사적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영미권의 저서가 보여주는 역동성은 놀

라울 정도이다. 정의(justice)도 절차 속에서 실현해 가는 것임을 한 마디로 보여주

는 용어로 administration of justice가 있다. 이러한 발상은 동양의 경우는 물론이고, 

유럽대륙법의 경우에도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대륙법

의 서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민주적 과정 이론이 영미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

론가에 의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가령 Robert A. 

Dahl, Democracy and Its Critic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1989])79)에서도 문화 본연의 근원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를 간취할 수가 있다.

78) 물론 영미의 due process에 대한 이해의 발전은 절차법적인 것으로부터 실체법적인 것

으로 나아가서 성문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들의 보호를 포함한다. Cf. The Oxfor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egal History, vol. 2, s.v. Due Process, 367-372 (John V. 
Orth).

79) 국역본 조기제 옮김, 민주주의와 그 비 자들 (문학과지성사, 1999). 특히 제3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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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udicial process, Legislative process

(1) 영미법의 경험주의, 실용주의에 기초한 과정중시적 사고는 법과 관련한 주요

한 모든 대목에서 발휘되고 발견된다. 대륙법에서는 기껏해야 時點的 차원에서만 

동작을 표현하는 Rechtsprechung (“법-선언”)이 영미법에서는 時流的 특성을 담아

서 사법작용의 전체를 조망하는 judicial process로 포착되고, 입법의 경우에도 대륙

법에서는 그 산출물인 법률에만 초점을 두어서 법률가들의 작업이 그 해석에 전념

하는 반면에, 영미법에서는 역시 그 전 경과를 대상으로 삼아서 입법과정이라는 

개념 하에 포섭한다. 이처럼 절차 전체에 미치는 시각은 관념주의의 실체적 파악

에서는 전혀 염두에 들어오지 않는 시각이다. 

그래서 대륙의 대표적인 법철학서에는 ‘사법과정’의 항목이 빠져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발점이랄 수 있는 Benjamin N. Cardozo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The 

Nature of the Judicial Process [Yale University Press, 1921]),80) 가령 영미의 대표

적인 법리학 책, 예컨대 Edwin W. Patterson의 Jurisprudence (1940/1953)81)나 Dennis 

Lloyd의 The Idea of Law (1964)82)를 펼치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83) 대륙

에서 Rechtsphilosophie라고 부르는 것에는 철학 일반이 보통 그렇듯이 절차에 대한 

논의는 잘해야 부차적일 뿐이라면, 영미에서 상응하는 분야를 지칭하는 표현은 

jurisprudence인데, 이 말 자체가 지시하는 “賢慮”−즉, 법의 실천이성적 현실주의 

맥락−는 당연히 절차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는 것이다. 매우 시사적인 것이 이 말의 

원래 유래인 라틴어 iurisprudentia가 현실주의자였던 로마 전문법률가들의 법학에 

대한 명칭이었고, 어디까지나 scientia가 아니라 ars, 물론 그냥 그저 그런 ars가 아

니라 “平良” (bonum et aequum)의 技術로서의 실천적 賢慮의 실질을 드러낸 것이

었다면, 그 법학이 입법에서 자신의 황제로서의 권위를 만방에 顯彰하고 그에 따

라 법학을 쇄신했다고 자부한 유스티니아누스에 이르러서는 이제 ‘법과학’(scientia 

legitima)으로 선언되었다는 사실이다.84) 이것의 후예가 대륙법에서 Rechtswissenschaft

적 과정 이론, 제4부: 민주적 과정의 여러 문제, 제5부 제21장: 과정과 실질로서의 공

동선 참조. 실체적-대륙법적 사고에 젖은 사람들에게는 “과정으로서의 공동선”이란 관

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이 점은 공익을 논한 우리나라 법학자들의 저작에

서도 확인된다. 崔松和(2004)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이다. 또한 Cf. 김도균, 
155-215.

80) Cf. Polenberg (1997); Cardozo, 95-164 (“Das Wesen des Gerichtsverfahrens”).
81) 패터슨(1963), 제5부(“司法過程”).
82) Lloyd, 256-283 (“The Judicial Process”).
83) Legal process의 유형에 따라 government의 성격을 살펴본 저술로는 가령 Damaška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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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 말은 법 자체 및 관련 생활사태의 과정성, 절차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

고 법에 관한 이론적 知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 영미법에는 원래 

없던 말인 legal science는 이 말의 수입 번역어일 뿐이다. 

(2) 마찬가지로 契約의 분야에서도 대륙법이 계약의 형상, 구조, 결과에 집착한

다면, 영미법은 계약당사자들이 협상하는 현실의 과정(negotiation)을 보다 중시한

다. 대륙법의 사고방식을 전형적으로 대변했던 것이 바로 가장 관념론적 법학이었

던 개념법학(Begriffsjurisprudenz)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풍토에서 계약의 과정적 

측면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이후 독일법에서는 마치 특유의 업적인 것으로 대접

받은 것이 바로 예링(Rudolph von Jhering)의 유명한 culpa in contrahendo이다. “계

약 체결상의 過失”이라고 번역되는 이 법적 형상은 체결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계

약의 결과적 실체에만 구애받았던 당시 법학의 풍토에서 신선한 충격을 불러왔기

에 독일 법학사에서 의미 있는 발견으로 높이 평가받게 된 것이다.85) 그러나 사실 

예링이 이것을 발견하여 이론화하기까지 그가 의존했던 로마법은 그 자체로 이미 

이 문제를 자신의 다양한 제도적 틀, 특히 법무관법과 誠意訴訟(bonae fidei 

iudicia)이라는 매우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체제 내에서 개념의 연상작용에 의한 표

상의 경직화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서 해결했었다. 예링이 배웠고 그 속에서 사고

했던 독일의 판덱텐법학이 그러한 로마법의 원래의 모습을 탈각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에 족쇄를 채웠던 것이다. 예링이 법의 이해에 있어서 법교의학적 도그마의 

범위를 넘어서 법과 사회의 실천적 관계, 법의 실용적 이익 구현의 효용 등을 인식

하여 몰시간적 개념법학의 틀을 벗어날 수 있었기에 계약법의 영역에서 찾아냈던 

쇄신이 바로 culpa in contrahendo였던 것이다.86) 그 성과는 독일민법전에 반영되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법정되는 데 이르렀으나, 아직 당시의 법학 풍조와 시대적 

한계 속에서 기존의 output 중시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탈각할 수 없었다. 사실 

culpa in contrahendo 논문(1861) 당시만 해도 그 문제 타개의 출발점은 철저히 

output적이었다. 종래 締約上 과실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었던 당시의 개념주

84) Constitutio Imperatoriam 4 (533년 11월 21일); Constitutio Omnem 2; 5 (533년 12월 16일); 
Constitutio Tanta 9 (533년 12월 16일).

85) Cf. Kindereit, 107-147.
86) Cf. Byoung Jo Cho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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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법학설의 결론에 대한 법감정의 반발이 발단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손해

배상의 범위를 신뢰이익에 한정하는 등 input적 사고로는 개방적이어야 할 법률효

과부터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output적 사고로 

인해 스스로를 제약하는 모습을 노정한 것이다. 오늘날 독일법의 이 법형상이 범

세계적 차원의 법비교에서 형세를 잃은 것도 역시 이것이 가진 독일법 고유의 틀 

내에서의 위상이 다른 나라의 법에서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숙한 시기의 

예링(1884)이 자신이 종래 의존했던 법감정(Rechtsgefühl)에 대하여 그 실체적인 이

해를 거부하고 역사적 과정의 결과라고 갈파했던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87)

영미법의 세계적인 득세와 더불어 그 영향 하에 대륙법에 새롭게 등장한 과목이 

Vertragsgestaltung (“계약형성”)이다.88) 이 역시 negotiation에 비하면 한편으로 output

으로서 어떤 실체적인 계약을 목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다른 한편으로 그 대상

의 조성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나, ‘협상’에서 드러나는 쌍방 당사자의 참여성과 그 

행위의 과정적 가변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 결과 절차에 필수적인 행위주

체들의 상호작용의 측면이 여전히 뒷전에 물러서 있게 된다. 절차에 대한 경시나 

무관심은 결국 절차 참여자라는 인적 요소에 대한 등한시, 그리고 그에 갈음하여 

부상할 수밖에 없는 행위 사태의 물적 측면, 즉 대상(우리 경우 物化된 목적태로

서의 계약)에 대한 관심의 경사로 연결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찍이 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기본적인 사

회적 존재양태를 三綱과 五倫으로 정식화한 동양에서 이 관계의 측면이, 선재하는 

모델에 따른 거의 고정화된 구조로 이해되고, 그 속에 참여하는 인간 주체들의 상

호작용 속에서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포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君臣⋅父子⋅男女⋅老少 등의 각각에 있어서 그것‘다움’의 ideal한 규범적 형상은 

바로 그것이 ideal한 것이었기 때문에 몰시간적으로 내용을 구성했을 뿐, 어떤 형

태로도 통합적 절차의 요소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 100%의 규범적 기준은 따라서 

누천년을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 대가는 그 모든 가치가 철저히 ‘개인주의

적’인 양상으로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도덕적 명제로 제시되는 데 그치고, 결코 그 

개개인들이 합세하여 조성해 가는 과정, 특히 단체 결성의 과정으로 승화된 적이 

87) Rudolf von Jhering, Ueber die Entstehung des Rechtsgefühles (12. März 1884). 이에 

관해서는 Behrends (1986), 55ff.; Behrends (1991), 290ff.
88) 가령 Cf. Rehbinder (1982). 특히 등장하는 표현에 주목하라: “Der Entscheidungsprozeß 

des Vertragsjuristen” (15ff.); “Vertragsverhandlungen” (46f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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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거시적으로 보자면 결국 시민사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것으로 연결된다(그리고 이것이 동양 전통사회에서 민법이 국가법인 형법

과 달리 독자적인 가시적 법영역으로 체화되지 못한 이유이다). 물론 그 저변에는 

단체 결성 이전에 이미 각 개개인에게 시민사회의 구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적어도 위탁받을 수 있을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사태가 깔

려 있다. 어쨌든 결과는 離散되고 分節된 사회구성원들의 원자적 존재태인데, 이

것은 국가, 즉 군주가 중간 매개주체 없이, 또는 중간 자립주체 없이 직접 백성과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한다(이는 法家에서 잘 나타난다. 가령 �商君書� ｢去强｣, 

｢說民｣, ｢弱民｣). 이 동양의 관계중심적 인간관을 논함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인

간관을 가졌던 유학 사상이 개인 존재를 가변적⋅과정적 존재로 파악하고 그 가변

성 및 자기개선의 측면을 강조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89) 이 점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말하자면 교육(paideia)이라는 과정을 통한 인격완성을 지향했던 유학

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관점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개인이 타 개인과의 상

호소통 속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참여의 과정을 산출한다는 차원으로는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이곳에서 말하는 과정적 존재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

기는 어렵다. 오히려 유학에서 보이는 관계 속의 변화라는 관념은 프랑수아 줄리

앙이 이야기하는 중국정신의 勢 추종성으로 더 잘 설명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90) 

계약 관념의 강약의 정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유사한 봉건제라 해도 서양 중세의 

경우에는 나-너-그의 三位的 봉건피라미드가 상호적 계약에 기초하여 구성된 반면

에,91) 중국에서는 혈연에 기초한 同姓 내의 2자관계로 그치고 말았다. 

(3)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정이라고 말할 때 정확히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과정(process) 개념의 전개 단

계는 어떤 약자가 강자가 정해 준 지점이나 시점까지 이동해 가는 과정, 어떤 사물

이 어떤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괴정, 어떤 사물이 어떤 단계를 통해 끝없이 진행⋅

발전해 가는 과정 등으로 전개되어 나왔다고 한다.92) 이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련의 어떤 사태가 繼起的으로 연속되는 것을 보통은 과정이라고 부르지만, 이곳

89) 조긍호, 459-464.
90) 줄리앙(2009); 이에 관한 요점은 최병조(2011.3.), 1-53, 45f.
91) Cf. Berman, 259ff.
92) Cf. 김채수, 148-150.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 / 崔秉祚   37

에서처럼 법적 제도와 관련한 유의미한 과정이란 단순히 이러한 繼起性, 連續性만

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카톨릭 교회의 미

사와 유교식 제사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과연 같은 것인가?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참여자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위를 하고 그것

이 연속되다가 일정한 종결점을 맞이하면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것은 

儀式이고, 민사소송은 節次라고 부른다. 이처럼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는 주어진 규례(도그마)대로 정해진 거동을 하는 것뿐이어서 다시 반복해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참여 행위자의 주관적 행동의 여지가 없이 정해진 수

순을 밟을 따름이다. 약간의 가변요소(예컨대 그때그때 달라지는 봉독되는 성경의 

구절이나 축문의 내용 등)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변요소의 틀이 워낙 공고하여 

역동적이라기보다는 정태적이고 엄숙한 분위기가 강조된다. 반면에 소송의 경우에

는, 그것이 형사든 민사든, 미리 정해진 도그마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부단한 공격과 방어의 상호작용 속에서 늘 변증법적 발전의 단계를 거

치면서 진행되어 판결로써 마무리에 이르는 매우 동태적이고, 심지어는 역동적이

기까지 한 과정이다. 미리 정해진 통로의 제도적 틀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어디까

지나 참여자들의 행위를 일정한 내용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는 현실 상황에서 법적 최종판단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차이다. 그렇다면 절차란 처음부터 참여자들의 주체성

을 인정한 가운데 그들간의 경쟁을 전제하고, 그 경쟁이 절차규칙에 따라 산출하

는 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제이다.

여기서 절차의 어느 부분에 강조의 방점을 치느냐에 따라 동일한 절차라 해도 

그 이해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차의 주안점을 심리-인

식과정(cognitio)에 두는 것이 하나의 방점이다. 이 맥락에서 대륙법의 형사절차를 

다루는 교과서의 그 목적 부분에 관한 설명을 보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그에 

수반하는 正義의 실현)이라는 것이 바로 눈에 띈다. 아니, 아예 “실체적 진실주의”

라고 기치를 높이 든다. 그것에 부가된 독일어 표현, 즉 Prinzip der materiellen 

Wahrheit란 어구는 이것이 대륙법적 사고의 결실임을 한 눈에 보여준다.93) 우선 

이것은 목적 규정이고, “진실”이라는 이념을 그 도달해야 할 목표로 천명하고 있

고, 더욱이 그 진실은 一義的으로 포착가능한 “실체”성이 있는 것인 양 취급하고 

있다. 절차를 telos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인데, “발견”이라는 어휘는 그 진실이 

93) 가령 신동운,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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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가능하고 확인가능하고 그에 따라 법의 권위에 의하여 확정가능하다는 관념주

의의 색채를 농후하게 풍기고 있다. 그리고 참여자 모두에게 이 목표를 향한 공조

와 협력, 상호조정(coordination)이 기대된다. 이것은 현실의 소송당사자들은 일차

적으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는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경쟁관계(competition)에 처

해있다는 사실을 애써 규범적으로 호도할 때에나 가능한 관점이다. 이 표현의 선

구라 할 로마법에서만 하더라도 이러한 인간의 인식능력에 대한 僭越的 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로마법은 오히려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더라

도 그것을 법의 권위에 기하여 유효한 기판사항으로 선언하여 분쟁의 종국적인 종

식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송절차의 과정 속에서 현실 인간 주체들의 모

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철저히 경험적-

현실주의적 입장에 서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실용주의적 결정을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94)  

D.1.5.25 Ulpianus libro pr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Ingenuum accipere debemus etiam eum, de quo sententia lata est, quamvis fuerit 

libertinus: quia [D.50.17.207 =] res iudicata pro veritate accipitur.

(우리는 해방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자유인으로] 판결이 내려진 자도 태생자

유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판사항은 참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95)

이와 다른 관점에서 소송절차가 “실체적 진실”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위에 

과정 자체의 공정성을 확보한 후 참여자들이 능동적 경쟁관계 속에서 산출하는 결

과에 방점을 두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앵글로색슨족의 세계에서 무기대등의 조건 

하에 스포츠처럼 공정한 전투경기를 통해 결론을 내는 소송관(iudicium pugnae)이 

그 역사적 본보기이다. 특히 중세의 결투에 의한 결판은−그 자체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가히 위선적인 관념주의에 반대하는 쿨한 모델이라 할 만하

다. 그리스도교에 의한 침윤으로 인해 천상의 심판자가 심판한다는 神判으로 포장

되었지만,96) 그 실제는 힘, 즉 현실의 존재태가 결정하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와 

94) 一事不再理의 원리도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유래하였다. Cf. Joubert, 110-116.
95) Cf. Pugliese, 783-830.
96) Cf.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Rechtsgewschichte, I. Band (1971), s.v. Duell, 789-790 

(K. Demeter); s.v. Gottesurteil, 1769-1773 (A. Erler); 40. Lieferung (1997), s.v. Zweikam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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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회복이 철저히 경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理想의 기준에 많이 

못 미치더라도 말이다. 종교에 의한 윤색 없이 소송과 전투의 照應 관계를 잘 보

여주는 것은 오히려 로마법이다. 로마의 경우 형사소추를 개시한 자는 소송절차를 

마무리할 책임이 있었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그만두는(desistere) 때에

는 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군법상의 ‘적 앞에서 軍陣을 이탈하여 등을 돌려 도

주하는 행위’를 위미하는 tergiversatio로 표현되고 처벌받았다.

D.48.16.1.pr-1 Marcianus libro singulari ad senatus consultum Turpillianum. 

(pr.) Accusatorum temeritas tribus modis detegitur et tribus poenis subicitur: aut 

enim ... aut tergiversantur. 

(1) ... tergiversari in universum ab accusatione desistere.

([序項] 소추자들의 專橫은 세 가지 방식으로 발각되며 세 가지 처벌에 처해진다. 

...하거나 또는 소추포기하는 것이다. [1] ... 소추 포기란 전체적으로 소추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일찍이 송사를 혐오하는 정서가 발전하였는데, 그 이유가 아주 

시사적이게도 그 소송의 절차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절차가 중국인의 羞恥의 문

화정서97)를 관통하는 체면 잃음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98) 한국도 공유하는 이런 

풍토에서 절차법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난감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절차법의 

미발달은 결국은 법의식과 법감정에도 과도한 실체법 중심의 경사를 허용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상대적으로 절차에 대한 관심과 감각이 부족한 문화를 釀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조선시대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가 이러한 문화제약에 기인하는 사료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천연

되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것도 일본인 유학생에 의하여 박사학위논문의 형식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이다.99)

서양에서, 특히 영국에서 많은 스포츠 종류가 발전하였다. 스포츠 또는 게임은 

그 시발점에 있어서는 고대의 올림픽 경기가 그러했듯이 祭儀와 밀접히 牽聯된 

1835-1847 (W. Schild).
97) 羞恥문화에 관해서는 Schmitz, 20ff. 집단 내의 평화공존을 자기주장보다 우선시하는 

내향적 정체성을 가진 인간형의 優性的 속성이 羞恥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98) 范忠信⋅鄭定⋅詹學農 共著, 242-247.
99) 다나카 토시미츠, 朝鮮初期 斷獄에 관한 硏究 : 刑事節次의 整備過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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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100) 그러나 스포츠 자체가 儀式은 아니다. 절차처럼 참여자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정한 사태의 진전을 보고 일정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절차적이다. 그러나 소송절차처럼 전형적인 절차와도 다르다. 왜냐하면 스

포츠 경기는 그 연속된 일련의 상호작용이 단 하나의 채널을 통하도록 기획되어, 

그 목표점에서는 승자와 패자로만 나뉠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 자체로 더이상의 

내재적인 효과는 없다. 그러나 소송절차는 다양한 채널이 마련되어 당사자들의 결

정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가령 화해)가 가능하다. 법의 세계가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과정적-절차적 사고에 강한 문화가 스포츠의 안출에도 강했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양반들이 테니스 경기를 

보며 종들에게 시키지 왜 자신이 힘들게 뛰어 다니느냐고 했다는 개화기의 풍경을 

전하는 한 토막 에피소드는 역사의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희비극적으로 전해준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금메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그 반면으로 강한 결과지향적 정서를 잘 보여준다.

 

(4) 그런데 절차란 그것이 절차인 한 어떤 것이든 참여자 모두의 기여에 의한 결과 

산출이라는 점에서 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 상호소통의 채널 없이 병존하는 것

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소송절차도 절차인 한, 패자 역시 협력자이고 그 결말에 기

여한 것이다. 이 점에서 모든 절차는 그 자체 민주적이다. 흔히 민주주의를 대변하

는 것인 양 취급하는 집회나 시위는 그 구조상 일방적 주장의 표출에 불과한 것으

로 절차가 가지는 민주성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101) 특히 그 표현방식이 반대 

집회나 시위에 대한 폭력의 행사로 나타날 때에는 스스로에게는 의견 표명의 정당

성마저 박탈하고, 타인에게는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적 작태에 불과하다. 

폭력적 시위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루트 베네딕트

(�국화와 칼�)에 의해서 보통 알려져 있는 문화의 분류법에 따르면 죄의식(guilt)의 

문화와 수치감(shame)의 문화가 구별되는 데,102) 전자는 서양에, 후자는 동양에 이

념형적으로 배속되는 것으로 본다. 근자에는 이보다는 분노(Zorn)의 문화와 수치감

(Scham)의 문화로 나누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03) 오늘날 세계의 

100) Cf. Depping, 324-337; 양병우, 31ff.; Weiler, 105ff.
101) Cf. 사르토리 I, 131f.
102) 孫隆基, 178ff.; 森 三樹三郞, 159-192.
103) Schmitz, 2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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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행태는 기술혁명이 가져온 온갖 가능성의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의 분출로 각인되어져서 그 가능성이 저지되는 경우, 분노의 증폭과 폭발로 

곧바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폭력적 시위는 바로 이러한 분노의 표현이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그 표현의 방식이 정당한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고,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써 장차 불의로운 상태를 제거

하고 그러한 부정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효험이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

의 문제이다. 올바른 절차에 대한 인식만이 일단 폭력적 시위에 대한 항체로서 작

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위 참여자들이 암묵리에 전제하고 있는 “구원하는 

폭력”의 신화에 대해서 이것이 인류 역사상 오래고 깊은 뿌리를 갖는 매우 의미심

장한 현상이라는 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때에만 ‘분노하는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간적 행태를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104) 로마의 警句는 말한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Publilius Syrus), �箴言錄�(Sententiae) L.13:

Lex videt iratum, iratus legem non videt.

(법은 분노한 자를 보지만, 분노한 자는 법을 보지 못한다.)

(5) 영미법과 대륙법의 기본적 사유방식에 따른 차이의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

른바 plea bargaining (답변협상)이 있다. 형사피고인과 검사가 협상하여 사건의 처

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

려져야 한다는 − 時點的 관점에서 볼 때 − 명백한 사법정의의 원칙을 깨뜨리는 

조처임이 분명하다. Plea bargaining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각은 그 형사피고인이 

연루된 전 형사적 사태를 時流的으로, 그것도 평등주의적 대립당사자주의의 전제

하에서, 고려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여기서도 등장하는 bargaining이나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입에 올리는 deal이라는 용어는 방금 살펴본 negotiation

과 마찬가지로 관념론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현실적 역동적 상황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다. 여기에 반영된 상업활동의 역동성은 물론 이

것들이 가장 먼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해양민족의 어휘라는 데서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의 더 깊은 저변에는 계약에 관한 관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서양의 

경우 다른 주체와는 분리된(separate) 당당한(assertive) 절대적(absolute) 개별주체의 

104)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통찰력 가득한 윙크(2009) 참조. “구원하는 폭력”의 신화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쉬 신화로부터 비롯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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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결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관철되는(extroverted) 능동적인(active) 협상과 그 

타결로 성립하는 계약은 그 자체 하나의 동적인 과정이면서 서양의 인간관을 반영

한다. 주체의 모든 역량, 특히 知力(intelligence)의 투입을 통한 자기결정이라는 개

체주의-개인주의적 인식은 모든 인간관계를 분석적(analytic)-논리적으로(logic) 계

약적 구조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서양식 사고를 초래하였다면−무엇보다도 사회계

약론을 상기하라−, 명시적(explicit) 논리적 설명보다는 집단이든 자신이든 내부를 

향한(relative) 내향적(introverted)이고 암시적(suggestive)-암묵적인(tacit) 양해를 통한 

집단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는 동양적 의식은 직각이나 직관(intuition)을 통한 종합적

(synthetic) 사유양태를 반영한다. 인간관계는 그것이 거시적인 것이든 미시적인 것

이든 인간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구축해 나아가는 계약적 구성을 취하지 않고

(passive) 처음부터 스스로를 포함하는(inclusive, integral) 자연적인 소여로 수용된

다(receptive). 인간관계 즉 사회 속에서 집단적 위계적으로 定位된 개인에게는 나-

너-그를 막론하고 무차별적⋅포괄적으로 個我의 의무화가 요구되는데, 그 실천의 

경로는 당연히 가장 자연적인 층위로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장 상위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 자연적 소여의 자연스러운 확대로 파악된다(修身齊家治國平天下).105) 

반면에 서양의 경우 그 분리적-구획적 사고에 따라 修身 ≠ 齊家 ≠ 治國이다. 예

컨대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V.2, 1130b 28-29; V.6, 1134b 16-18:106)

“좋은 인간이라는 것과 좋은 시민이라는 것이 아마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닐 테니까.”

“이것이 가정경제에서의 정의로움이니까. 그렇지만 이것 역시 정치적 정의와는 다른 

것이다.”

時點的 사고의 주관주의, 의무론적 사고 성향이 외래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 무

의식적 또는 반의식적으로 작용하면서 그것을 기원 지역의 문화정서와 달리 이해

함으로써 변용이 발생하곤 한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의 불교 경전이 중국으로 유

입되어 번역될 때 생생한 性的 표현이 탈색된 것을 들 수 있다.107) 최근의 예로는 

가령 moral hazard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도덕으로 인한 위험”, 즉 계

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숨겨진 행위, 즉 잘못된 도덕으로 인해 다른 계약자가 비

105) Cf. 박영진, 232f.
106) 이창우 외 옮김, 167; 183.
107) 中村 元(1990), 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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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말한다고 한다. 행위자에게 hazard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hazard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철저

한 객관적 시각이고, 관계를 과정적으로 파악한 관점에서만 가능한 개념이다. 그런

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면서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하여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는 숨겨진 정보

를, 따라서 당연히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철저

히 주관주의적이고, 의무론적이며,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만을 보는 것이다. 그 어느 한 쪽이 누가 될지는 비난하는 사람 마음대로이다. 

이제는 아예 숨겨진 행동을 전제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행동” 자

체를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지중해 근처에 어떤 천국 같은 나라가 있었다. 이곳에선 국민이 흥청망청했다. 

… 병원이고, 교육이고, 직장이고, 노후고, 천국을 대신해 나라에서 다해 줬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빚을 얻어 해 준 거였다. 빚이 눈

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빚쟁이들이 외쳤다. “더 이상 돈을 못 빌려 주겠다. 이제 너

희도 긴축하고 일을 해라.” 당연한 요구였다. 그리스 국민들은 거기에 데모로 맞

섰다. … 요즘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면 나라 전체가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에 빠져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저렇게 국민 전

체가 뻔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 1981년 시작된 사회당 정권 장기

집권의 결과다.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주라“고 외친 정치인과 정당은 민중의 환호

를 받았고 집권했다. 반면에 ”허리띠를 졸라야 한다”면서 요구한 정당은 외면당했

다. 그렇게 한 세대, 정확히 30년이 지나자 그리스는 저 지경이 됐고, 국민은 저

렇게 됐다.”108) 

이래서는 모럴 해저드의 해결방안이 느슨해진 도덕심을 다그쳐서 바로잡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구성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 몰각되기 쉽고, 사회적 불만의 축적만 부추길 뿐이다.109)

時點的인 도덕주의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순수이성의 대가 칸트이다. 칸

트는 살인을 하려는 자가 죽이려는 자 있는 곳을 아는 친구에게 그곳을 물었을 때 

108) 중앙SUNDAY 제243호 2011년 11월 6일-11월 7일, 2면 [사설: “국민을 뻔뻔하게 만드는 
정치”].

109) Cf. 서만철, “시스템이 결여된 도덕은 위험하다”, 중앙일보 제14547호 43판 (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33 [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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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받은 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순수이성의 명령에 충실히 

그 장소를 가르쳐주어야 하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은 진실을 말한 

자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냉정한 논리를 전개하였다.110) 거짓말과 참말이 실체화된 

것으로 이해된 가운데 그 배타적 선택의 여부만을 발언의 시점에 고정시켜 고찰한 

관념적 대응의 당연한 귀결이다.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고대의 스토아 사상이 거

짓됨과 참됨을 실체적 고정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言述행위의 

제반사정을 포함하는 전 과정 속에서 의무위반적인 것(μὴ καϑῆκον)도 의무에 합당

한 방식으로(καϑηκόντως) 행하면 副詞的으로 가려지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살인

자에게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참된 것”이라고 갈파하여 인간적이고 상식

적인 해결책에 이른 것은 時流的 사고의 승리라고 할 것이다. 순수할 수 없는 경

험적 현실의 법을 다루었던 사비니나 예링이 순수의 이름으로 관념론에 매몰된 칸

트를 비판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다.

(6)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법사회학적으로 보면 각 법문화의 법률가 양성체

제의 차이와 직결되어 있다. 대륙법은 전통적으로 최종적인 사태에 대한 실체적 

법리적 판단에 중점을 두고 해당 법공동체의 기준에 의할 경우 정답에 해당하는 

결론을 내리는 능력의 소유자, 다시 말해 법률가 유형 중 판사(Richter)를 표준적으

로 양성하는 것에 법률가 양성의 목표를 두었다.111) 그리하여 독일의 법조인 자격

은 판사직 적격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법관법에 규정되었다. 반면에 영미법

은 법리판단 이전에 그것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진행된 전체 현실상황을 처

음부터 사실과 법리의 양 측면에서 접근하는 훈련을 받은, 다시 말해 법률가 유형 

중 변호사(lawyer)를 표준적인 법률가상으로 정립하고 양성해 왔다. 법에 관한 관

념과 관점이 법률가 양성의 목표와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고, 각기 그에 따라 양성

된 법률가들은 그 훈련받은 법에 대한 이해와 관점 하에서 다시 그러한 전승을 재

생산하는 기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동양의 경우 그 독특한 법관념의 세계가 오

랜 세월 서양식의 전문법률가의 양성을 이끌어 내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10) Kant-Lexikon, s.v. Lüge, p.335에 관련 개소가 망라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인용하면: 
“Es ist also ein heiliges, unbedingt gebietendes, durch keine Konvenienzen emizuschränkendes 
Vernunftgebot.” 이 부분의 상세는 Behrends (2011), 53ff.

111) Stein, 392: “This form of reasoning, even when applicable only in theory, has led civil 
lawyers to imagine that there can be only one right answer to any legal problem. 
Disagreement must be the result of faulty logic by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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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법률 해석학에 치중한 대륙법의 전통에 비하면 영미의 법률

가 양성에서는 늘 미래지향적인 policy의 측면이 중시되었고, 입법학, 정책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법학이 이해되었다, 다른 나라 말로는 1대1 번역이 어려운112) 

이 policy란 단어가 영어의 일상에서는 흔히 쓰인다는 사실도 시사적이다. 로마법

은 거시적으로는 법무관의 告示(edictum praetoris)에 의한 policy의 추진과, 미시적

으로는 소권의 부여(actionem dare)−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창설을 의미한다(대

표적: actio in factum)−와 거부(actionem denegare)를 결정하는 법무관의 활동을 

통하여[法廷절차] 구체적인 소송 심리와 재판 절차[심판인절차] 이전에 적절하게 

policy를 고려하여 관철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정책이란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공정사회’와 

‘무상급식’의 두 정책을 비교해보자. ‘公正’이란 가치이고 원리(principle)이며, 그래서 

그 본성상 늘 最適化(optimization)의 구현과정을 전제로 한다. 공정이라는 이념은 

그 체현하고자 하는 바대로 목표지점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언제나 100%에는 못 미치는 양상으로, 또 항상 

가변적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최선의(optimal) 것을 선택해가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반면에 쉬운 말로 ‘공짜’인 ‘無償’은 간단명료하게 누구나, 언제 어디서

나, 동일한 상태로 확인가능한 고정된 실체이다. 법규범적 속성으로 치자면 rule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 결과 ‘공정사회’를 표어로 내세운다는 것은 일단은 時流的

112) 하나의 예만 들어둔다. 최근 유럽법원칙의 부당이득편이 마련되었는데(PEL Unj. Enr.), 
그 正文인 영어텍스트에는 policy가 사용된 다음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Article 2:101: Circumstances in which an enrichment is unjustified
(3) However, the enriched person is to be regarded as entitled to an enrichment by 
virtue of a rule of law only if the policy of that rule is that the enriched person is to 
retain the value of the enrichment.
Article 6:103: Illegality
Where a contract or other juridical act under which an enrichment is obtained is void 
or avoided because of an infringement of a fundamental principle (DCFR II.-7:301) or 
mandatory rule of law, the enriched person is not liable to reverse the enrichment to 
the extent that the reversal would contravene the policy underlying the principle or 
rule.
이를 번역한 다른 언어의 텍스트를 보면 모두 “목적”의 뜻으로 풀이하는데, (독일어) 
Sinn und Zweck / Zweck; (프랑스어) but / finalité에서 보듯이 두 경우를 각기 달리 

번역한 경우이든, (이탈리아어) scopo / scopo, (포르투갈어) escopo / escopo; (스페인어) 
finalidad / finalidad처럼 한가지로 옮긴 경우이든 policy에 內含된 수단에 대한 고려

와 재량성에 의한 時流的 뉘앙스가 실체화된 고정도달점으로서의 목적 개념 속에서 

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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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적 사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무상급식’을 표방하는 것은 오로지 공짜

라는 결과에만 주목한다는 점에서 時點的-결과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반

값등록금’도 마찬가지이다). 후자는 찬반의 ○ ×식 반응만을 유도한다. 반면에 전

자에는 끊임없는 논란이 수없이 뒤따른다. ‘공정’에 대한 생각이 각인각색일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어느 음식점에서 “오늘 점심값은 공짜!”라고 한 경

우와, “오늘 점심값은 맛있게 먹은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내십시오”하는 것과 마

찬가지이다. ‘공정한 음식점’은 좋은 일하고도 모르면 몰라도 욕만 먹을 것이다. 

만일에 ‘공정사회’의 표어를 제안한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이든 ‘정의’이든 

그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時流的 속성의 주제를 자

기 식의 理想에 이끌려서 時點的 사고방식으로 채택한 우를 범한 것이다. 만일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時流的으로 생각했었다면 무엇보다도 그 과정과 절차에 따라

올 온갖 시행상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감당할 대비를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

았거나 못 한 채로 ‘공정사회’를 우선 외쳐대기만 한 것이라면 주제 설정은 時流

的이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時流的 사고를 하지 못 한 것이다. 그렇다면 時點的 

사고 경향이 강한 우리 문화풍토에서, 더욱이 時點的 표어인 ‘무상급식’과 같은 대

중영합적 공세가 이어지면, 대중을 상대로 그 실천과정에 따르는 문제점과 비용 

등 모든 요소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작업을 아주 철저하게 수행한다 해도, 그러

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113) 하물며 그러한 노력조차 

않는다면 모르면 몰라도 백전백패일 것이다. 한마디로 policy에 관한 한, 민심을 얻

는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목표를 내세운 것이고 스스로의 정치 감

각 없음을 만천하에 고백한 꼴만 되는 것이다. 

동일한 이야기는 예컨대 ‘문민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參與’란 

가부간에 쉽게 이해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쉽게 동조시키는 

표어이다. 참여 반대는 무엇인가 불순한 것이라는 느낌마저 준다. 반면에 ‘文民’이란 

(물론 역사적으로 군사정권에 대한 대립자로서의 자기규정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을 문민과 문민이 아닌 사람들로 양분하는 색채가 있어 이미 분열적이고, 더

욱이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문민이라는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어휘에 동질감을 

113) 상식인이라면 다 아는 것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II.9, 1109a 
26-29: “돈을 주거나 써 버리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마땅히 주어

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

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이
창우 외 옮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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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를 책상물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문민

으로 규정하는 것에 흥이 나지 않는 것이다. 문약하여 망국으로 치달았던 과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문민’이 時點的이라면(‘국민의 정부’

의 ‘국민’도 마찬가지이다), ‘참여’는 時流的이다. 그런데 ‘국민’의 ‘참여’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에서는 동어반복일 뿐 더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時點的 목표 제시로 성공했다면, “잘 살아 보세”는 과정적

-時流的인 표어인데, 아주 쉽게 다가오는 말로 못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되 ‘참여’와 같은 추상어로써가 아니고, 또 독려자마저 그 속에 포함하되 

‘우리’라는 어휘 없이,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구별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동질성

의 집단정서로써 합심을 얻어낼 수 있었던 구호였다. 주변 모두가 보잘 것 없던 

당시의 환경에서 ‘새마을운동’ 역시 마을 앞에 ‘새’자 하나 불임으로써 새로운 목

표를 제시하여 민심에 호소할 수 있었고, 더욱이 ‘운동’의 역동적 時流性은 오랜 

문화속성의 停滯를 깰 수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policy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크든 

작든, 이른바 naming, 즉 적재적시에 최적의 언어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그 경우 문화풍토와 사고방식, 언어의 특성,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지 않

고 아무리 선의라도 입안자의 마음과 생각대로만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성공했다는 것을 그대로 답습해도 안 된다. 이것 역시 時

點的 사고에 불과하여 변화된 환경과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 관념과 용어의 분리 v. 관념과 용어의 통합

해양문화의 과정적 사고의 분리 경향과 대륙 문화의 통합 경향은 법과 관련하여

서도 중요한 함의를 포함하는 예들을 제공한다. 

(1) Happy/lucky v. glücklich

먼저 살펴볼 것이 독일어의 glücklich로 표현되는 “행복한, 행운의” 상태나 상황

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이것이 영어에서는 전자는 happy로, 후자는 lucky로 분화되

어 나타난다. 해양어가 좋은 상태를 그 input의 요인에 따라서 주관적인 행복의 상

태와 객관적으로 재수가 좋은, 운이 좋은 상태를 구별한다면, 대륙어는 이것을 구

별하지 않고 하나의 용어 속에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한 상태가 

인생이 제어할 수 없는 순수한 우연의 덕인 때에도 이를 그냥 수긍하고 넘어간다

기보다 모두 결과적 차별성에만 주목하여 심리적으로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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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즉 심리적 통풍기제의 작동을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만든다. 운 있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猜忌(envy)를 심리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사촌이 땅

을 사면 배가 아파지는 것이다. 영국보다 독일이 상호적 시샘의 심리가 더 강하고, 

그것이 자기의 몫을 더 크게 하려면 남의 몫을 줄여야 한다는 이른바 零合게임

(zero sum game)의 양상으로 진전하므로, 이를 타개하려는 전략으로 균등주의적인 

선호가 발생한다.114) 말하자면 경쟁에 따르는 운의 역할을 수긍하지 못하고 가시

화된 결과적 불평등에 승복하지 못하여 평등 지향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 역시 언어에 있어서 input의 측면, 즉 과정적 측면이 제대로 섬세화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좋음의 개념적 분화를 실생활의 무수한 상황에 

즉하여 발전시키지 못하고 추상 차원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총론적 좋음의 단계

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틀리다

(wrong/different)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래된 문화코드 속에서 집단 내의 다름은 

곧 잘못됨으로 인식되었던 탓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같고 다름의 문제가 잘 

구별되지 못하고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을 ‘틀리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

어 표현이 암시하듯이, 이미 후기산업사회의 단계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승된 문화 심성으로서 농업사회의 속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의 정서 역시 대단히 강한 평등지향성을 보인다.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을 그들의 능력에 따른 성취로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의 노력의 과정에 대한 고려에 

무관심한 채 자신이 차지할 몫을 앗아간 나쁜 존재로 매도하는 것이 다반사인 것

이다. 그러나 외부인의 경우에는 자신과 분점할 몫의 계산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거나 바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성공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오늘날 유행

처럼 회자하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 대한 태도가 이러한 심성을 입증한다. 

(2) Law/right v. ius, Recht, droit

(가) 법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法을 표현하는 어휘의 경우에도 영미와 

유럽대륙의 언어는 이러한 분화와 미분화의 예를 제공한다. 대륙법에서는 전통적

으로 로마법 이래로 법과 권리를 하나의 어휘, 즉 ius에 담아서 표현하였고, 이 전

통은 그대로 로만스어에 전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라

틴어와 달리 로만스어는 ius와는 다른 뿌리로부터 기원한다는 점이다. 라틴어 

directum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프랑스어의 droit, 이탈리아어의 diritto, 스페인어의 

114) Cf. 드워킨, 147ff.; 447ff.; 51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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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cho 등이라면 독일어 Recht는 라틴어 rectum과 맥이 닿아 있는데, rectum이나 

directum이나 모두 곧은 것, 옳은 것, 올곧은 것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법에 관한 근

본적인 인식의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다.115) 이것이 법과 권리의 양자를 표상하다 

보니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경우 전자는 ‘객관적 의미의 Recht’, 후자는 ‘주관

적 의미의 Recht’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는데, 이러한 표현을 아

무런 생각없이 Recht에 양 경우 모두 동일하게 ‘법’이라는 역어를 대입함으로써 권

리=‘주관적 의미의 법’이라는 웃지 못 할, 적어도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어

구가 탄생하였다.116) 이 경우도 glücklich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norma agendi, 즉 

행위규범인 법과 facultas agendi, 즉 행위권능인 권리가 무차별적으로 하나의 어휘 

속에 녹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접근법인 것이다. 말하자면 권리 

자체가 현실의 특수상황에서 실용되는 實有(ens; Dasein)로 포착되었다기보다는 법

의 실현에 동원될 가능성의 본질(essentia) 차원에서 相存在(Sosein)로 표상되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영어는 법과 권리를 모두 각각 경험적 실용에 바쳐진 

實有로 파악한 것이다. 

이것은 어휘와 개념의 분리 및 통합 관계가 역으로 나타나는 Gesetz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해진다. 여기서는 반대로 law v. ius/lex, Recht/Gesetz; droit/loi, diritto/legge

인 것이다. 그래서 영어 법률서적을 대륙어로 옮기거나 그 반대일 경우 종종 난감

한 사태에 봉착한다. 어쨌든 대륙에서 전자(우리는 이것을 관례적으로 ‘법’이라 옮

긴다)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어 통상 후자(이는 관례적으로 ‘법률’로 번역한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후자는 다른 문맥이 아니면 실정의 입법절차

를 거쳐서 산출된 성문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추상적 속성의 포괄적 

법보다는 뚜렷하게 텍스트로서 경험계에서 그 존재를 현시하는 law가 영국인의 심

성에 더 어필했다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다. 법과 권리의 용어는 경험주의와 관

념주의의 문화풍토를 반영한다. 그리고 로마의 경우 lex를 私人들의 계약적 합의

(lex contractus)에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역량을 ius만이 아니라 lex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제하였다. 여기서도 로마는 독특한 중간적 모습을 보여준다. 

(나) 흥미로운 것은 ius를 법과 권리 양자에 혼용했던 로마가 실무의 차원에서는 

115) Cf. 벤베니스트, 159.
116) 이러한 관행 역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인데 이제는 고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대

륙법에서 ‘주관적 의미의 법’ 운운 하면 그냥 ‘권리’라고 옮기면 그만인 것이다.



50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제4호 (2011. 12.)

보다 확연히 절차적 현실성을 반영하는 다른 용어를 써서 권리를 표현했다는 사실

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actio인데 우리가 보통 訴權이라고 번역하는 이 용어는 철

저하게 시간 차원이 고려된 동적인 어휘라는 것이다. 로마의 법률가들은 과거의 

인간 행위를 표현할 때에는 facere 동사를 사용했고, 장차의 미래행위를 표시할 때

에는 agere 동사를 썼는데, 바로 이 agere 동사의 명사형이 actio인 것이다. 이 두 

측면이 하나의 전문용어 속에 잘 나타난 것이 바로 actio in factum이다. 보통 (영

어의 fact를 연상한 때문일 테지만) ‘사실소권’이라고 번역하는 이 소권은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행위에 기초한 [장래의] 소권’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로마는 

이른바 소권법 체제를 택함으로써 추상적인 권리(ius)의 막연한 상황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오히려 그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소권(actio)

이라고 부름으로써 관념 세계에만 매몰되지 않고, 時流的 관점에서 권리실현절차

와 실천적으로 직결된 별도의 권리 개념을 안출했던 셈이다. 

D.44.7.51 Celsus libro tertio digestorum. = Inst. Iust. 4.6.pr

Nihil aliud est actio quam ius quod sibi debeatur, iudicio persequendi. 

(소권이란 자신에게 응당 귀속될 것을 소송으로 추급하는 권리 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후대의 대륙법에 빠져 있는 부분이다. 이 체제와 흔히 대비되는 영국의 소송영장

(writ) 체제는 (정복왕조로서 강한) 국왕의 명령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개개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소권 개념을 발전시키지는 않았지만, law와는 구분되는 right 

개념이 있었기에 그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의 판덱텐법학 시기에 

Bernhard Windscheid는 로마의 actio로부터 Anspruch (청구권)를 안출해 내었다. 이

것은 절차와 견련되었던 時流的 법개념이 時點的 법문화의 풍토 속에서 실체법화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로마법의 후예라고 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농업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출

발했던 대륙법이 그 실체법적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절차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로마법의 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에, 時流的-과정적 사고를 

위주로 했던 영미법의 학자들이 오히려 그 난점을 지적하고 본래적 맥락을 회복하

여 순조로운 이해의 길을 열었던 것도 다른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

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litem suam facere (글자 그대로는 “소송을 자신의 것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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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라는 표현을 통해 알려진 로마 iudex의 법적 책임을 불러 오는 행태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117) 기본적인 이해의 실마리는 3중으로 전해지는 다음의 개소들인데, 

원래 가이우스의 텍스트에는 없던 뒷부분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에 의해 

추가되었다.

D.44.7.5.4 Gaius libro tertio aureorum. 

Si iudex litem suam fecerit, non proprie ex maleficio obligatus videtur, sed quia 

neque ex contractu obligatus est et utique peccasse aliquid intellegitur, licet per 

imprudentiam, ideo videtur quasi ex maleficio teneri. 

(Iudex가 소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는 고유한 의미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또한 계약에 기하여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비록 不知로 인한 것일지라도 항시 무엇인가 잘못한 것으로 이해

되므로, 그래서 불법행위에 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Institutiones Iustiniani 4.5.pr:

Si iudex litem suam fecerit, non proprie ex maleficio obligatus videtur. sed quia 

neque ex contractu obligatus est et utique peccasse aliquid intellegitur, licet per 

imprudentiam: ideo videtur quasi ex maleficio teneri, et in quantum de ea re 

aequum religioni iudicantis videbitur, poenam sustinebit.

(Iudex가 소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는 고유한 의미에서 불법행위

로 인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또한 계약에 기하여 책임지

는 것도 아니고 또 비록 不知로 인한 것일지라도 항시 무엇인가 잘못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래서 불법행위에 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관하여 재판하는 자의 양심에 공정한 것으로 생각될 상당액만큼 벌금을 

부담할 것이다.)

D.50.13.6 Gaius libro tertio rerum cottidianarum sive aureorum. 

Si iudex litem suam fecerit, non proprie ex maleficio obligatus videtur: sed quia 

neque ex contractu obligatus est et utique peccasse aliquid intellegitur, licet per 

imprudentiam, ideo videtur quasi ex maleficio teneri in factum actione, et in 

quantum de ea re aequum religioni iudicantis visum fuerit, poenam sustinebit. 

117) Cf. Robinson (1999), 195-199. 이후 이 견해는 공유되기에 이른다. Robinson (2001), 
389-396; Koninck, 79-88. 물론 이러한 방향으로의 선회에는 선행한 연구들이 있었다. 
MacCormack, 3-28; Metzger (ed.), 198f.; cf. Hübner, 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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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dex가 소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는 고유한 의미에서 불법행위

로 인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또한 계약에 기하여 책임지

는 것도 아니고 또 비록 不知로 인한 것일지라도 항시 무엇인가 잘못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래서 불법행위에 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에 기초한 

소권으로써. 그래서 그는 그 일에 관하여 재판하는 자의 양심에 공정한 것으로 

생각될 상당액만큼 벌금을 부담할 것이다.)

이곳에서 로마법의 전문적인 세부적 내용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만을 밝히겠다. 한마디로 종래의 해석자들은 이곳에서 논하고 있는 

iudex의 유책한 행태를 (가령 심판인이 誤審을 했다든가, 뇌물을 받았다든가 하는 

식으로) 실체법적으로 풀이하고자 하였을 뿐, 절차법적인 고려를 등한시하여 역사 

속에서 법률제도, 특히 소송제도의 변화(그중에서도 심급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가이우스가 말하는 iudex와 유스티니아누스가 말하는 iudex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는 점, in factum actio도 통상의 actio in factum과는 다르다는 점,118) 가이우스에는 

없는 후속부분들이 그에 따라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놓쳐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학계의 모습에 대해 Robinson은 자신의 글의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Why so many good romanists have gone astray in the past is that they have not 

fully taken on board the enormous abyss in jurisdictional thinking between classical 

law and the late Empire.” (199)

결국 로마법을 계수한 대륙법이 그 후에 그 법적 사고의 실체법적 경사로 인하

여 절차법적 사고로 접근해야만 가교가 가능했을 고전로마법과 유스티니아누스법 

사이에 존재한 “엄청난 심연”을 극히 최근까지도 감지조차 못 했었다는 사실은 법

의 이해란 것이 문화의 저변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텍스트의 해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3) Equal/same v. gleich, égal, eguale 

(가) 법을 논함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평등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 역시 대

118) 이 징벌소권은 개별사건에 즉응하여 부여되는 통상의 사실소권이 아니라, 고시에서 

그 요건과 효과가 정확히 정의된 일반적-추상적 소권이었다. Cf. Gröschler,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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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쪽에서는 gleich 하나 속에 영어권에서 두 개로 분화된 평등(equal)과 동일

(same)의 양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119) 그 언어의 문화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무의

식중에 대륙인들로 하여금 만인의 동등 내지 균등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면, 영어권

에서는 equal은 sameness를 배제한 equal임이 이미 언어 자체로 확고하기 때문에 

평등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만인의 기계적인 동등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맥락에서 차별적인 사회를 훨씬 더 거부감이 적게 용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same이란 input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동등을 추구하는 

경우 결국 도달하는 귀결은 output에 있어서의 동등, 즉 결과(outcome)의 균등일 

수밖에 없게 된다.120) 이것은 대륙 문화의 목적 지향성과 그것이 내포하는 관념성

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상을 대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

로 Karl Marx임은 주지의 사실이다.121) 그는 헤겔의 관념론을 유물론과 접목시키

고서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목적지에 모두가 모든 것을 똑같이 가지는 비전을 제

시하였다. Input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수많은 인자들은 거친 단순화로 모두 제

거되고 미화된 output로서 공산주의 사회만이 남은 것이다. 인간의 모든 균등화 노

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input 상의 불평등을 제거하

지 않고서, 아니 제거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단계로 가능한 대안을 찾는다면 그

것은 기회(chance)의 평등이라는 차선책일 뿐이다. 그리고 output의 동등을 받아들

이지 않는 한, 기회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output의 차이는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귀결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영미권의 일반화된 평등 이해이다.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일함과 일정한 관점에 따른 평등을 실천적으로 구분

하는 언어 관행과 時流的 사고가 만날 때 그로부터 파생하는 법적인 평등의 개념

은 같음과 평등함이 서로 뒤섞인 추상적 관념 세계의 문화인들이 친화적으로 느끼

는 결과의 평등 개념, 즉 時點的 평등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소련과 中共으로 대표되는 대륙의 공산주의 실험이 몇 십 년만에 실패로 끝난 

다음에도 우리의 문화코드 속에는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균등에 더 애착하게 

만드는 어떤 心素가 들어 있는 것 같다. �論語�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평등주의적 

심성(季氏 XVI.1: 有國有家者, 不患貧而患不均, 不患寡而患不安), 식량을 고르게 

나누지 않으면 많은 이가 굶어 죽어야만 했던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시간이 흐르면

119) 사르토리 II, 461ff.
120) Cf. 드워킨(2005); Sowell, 121-140.
121) Cf. 사르토리 II, 제15장 (60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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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화된 이 모두 나눠먹기의 심성이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여 수출입국으로 크

게 변화된 우리나라의 현실과 괴리된 양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실용적 이

득보다 추상적 이념에 더 매력을 느끼고, 관념적-목적론적 논변을 현실의 수단과 

과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킴으로써 논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관념적 명

분론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은 이러한 문화지체 현상에 다름 아니다. 

앞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는 ‘공정’의 예를 다시 들자면, 영어권의 fairness가 동

일한 규칙을 동일하게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공정’이란 말에 어떤 실질적인 결과의 균형을 표상한

다. 따라서 ‘공정’이란 어휘를 동원하는 정책의 제안은 한국적 풍토에서는 그저 논

란만을 야기할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내용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내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 환

경에서는 ‘공정’이란 그것을 동원해서 표를 얻기에는 너무나도 카멜레온과 같은 

개념이어서 실은 그 제안자도 명확한 관념을 가질 수 없는 개념인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것을 남에게 제안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많은 경우 

표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정치적으로도 바보짓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정부나 여당에게 비판과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그 주

장의 실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카멜레온 같은 개념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 암시력이 강하고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추상개념일수록 오히려 소기의 비

판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유리할 수 있기까지 하다. 이른바 naming 전략에서 여

권이 야권에게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비

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접근, 

분명한 실천주의, 확실한 실용주의라야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

다. 추상적 총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문화에 침윤된 관념주의 성향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명분과 

대의에 마주하면 그것이 가져올 현실적 결과와 그 실현에 동원될 수단을 의식적으

로 살펴야 하고, output 쪽으로 기우는 마음을 input에 대한 생각으로 균형을 잡아

야 한다. 어느 한 고정된 시점에 가는 눈길을 전체 과정의 흐름으로 넓혀야 하며, 

결론에만 쏠리는 관심을 절차에 더욱 주시하도록 애쓰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

을 주어진 실체로 보는 시각을 전환하여 나의 투여로 변화 가능한 것임을 늘 확인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한 마디로 時點的 사고를 時流的 사고로, 소극적 사고

를 적극적 사고로, 수동적 사고를 능동적 사고로, 명사적 사고를 동사적 사고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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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야 한다. 

흥미롭게도 로마의 법률가들은 명사적 사고보다 동사적 사고를 더 선호하였다. 

매매(emptio venditio)보다는 사고 팔기(emere vendere)를, 매수인 매도인(emptor venditor)

보다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qui emit, vendit)을 더 즐겨 사용하였다.122) 이러한 

action적 사고는 로마의 잘 알려진 현실주의-실용주의와 조응하는 것이었다. 고답

적인 법철학에 약했고, 그래서 꼭 필요한 법철학적 내용은 그리스 사상가들(가령 

Chrisippus, Demosthenes, Theophrastus)로부터 차용했던123) 로마인들은 대신에 그

리스인들이 그 찬란한 문화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던 실무법학을 꽃피우고 

오늘날까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었던 것이다. 동양의 경우 근본적인 성격에 있

어서 동양사회의 이단이었던 法家는 모든 면에서 서양의 法思潮가 지녔던 (때로는 

대단히 근대적인) 중요한 성격을 드러내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가가 

활동했던 춘추전국시대가 중국 역사에서는 미증유의 개방된 사회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漢나라 이후에는 사라졌던 현상, 즉 遊說家들이 자신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붙잡고자 천하를 주유한 사실은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 

모든 평가에도 불구하고 法家가 서양의 法思潮에 못 미치는 것이 최소한 하나는 

있으니, 바로 절차적 사고의 흠결이다. 그리고 이것은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

한 인정에 인색했던 당시 지식 계층의 시대적 한계와 결합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나) 이 맥락에서 誓約共同體(coniuratio)로서의 서양 중세 도시를 지역을 위요한 

단위체에 불과한 동양의 도시와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수렴적 중심

으로서의 서양도시는 그 자체 이미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로마-헬레니즘기의 다양

한 도시국가, 즉 폴리스의 선취된 경험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무엇보다도 그 구

성원인 자유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통하여 都市成憲에 대한 서약으로 구성되었

다.124) 이는 결국 주체로서의 시민에 대한 긍정에서 시작하여, 해양성으로부터 오

는 위기관리의 필요를 구성원의 단결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습득된 합리적 행동방

식이 단체 결성, 다수결원칙의 실천, 민주주의의 발전 등으로 연결되는 역사적 기

제의 표출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동양의 도시는 Max Weber의 표현대로 경제적 정주 형태로서의 측면은 

122) Cf. Kaser, 35-83; 특히 스토아의 영향을 받은 부분의 동태성에 관해서는 Bund, 65-76. 
123) 최병조(2007.12.), 1-34, 29f.
124) Cf. Berman, 256ff. (12. Urb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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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자치공동체로서의 성격은 가지지 못

했었다.125) 베버가 강조한 시민의 자율적 목적합리적 행위(Zweckrationalität)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베버로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은 점이지만−도시 구성에 대한 

시민의 능동적 참여, 時流的 계기에 따른 도시 구성의 포착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동양의 도시구성원에게는 허여되지 않았다. 동양의 도시는 그 구역에의 진입이라

는 물리적인 이동만 있으면 시민으로 인정하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속에 

속하게 되었다는 時點的 시각의 확인만이며, 도시의 成憲에 대한 충성 맹서라든가 

하는 일정한 능동적인 절차적 요건은 낯선 것이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서울을 

떠나 전주로 가면 어떤 다른 능동적 참여행위의 요건 없이 지역의 이동이라는 것

만으로 서울시민에서 전주시민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문화 풍토 속에서 산다. 이

러한 일상의 삶을 오랜 세월 영위해온 사람들에게 시민적 삶의 절차적 이해를 터

득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4) Rule v. Herrschen/Regel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정반대되는 예가 영어의 rule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위 

3.에서 살펴보았다. 이 경우 영어는 절묘하게도 지배행위(to rule)와 그 지배행위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rule)이 하나의 어휘 속에 통합되어 rule of rule, 즉 rule of law

로의 선험적 가능성이랄까, 내재적 잠재성이랄까를 예표하고 있다. 독일어처럼 이 

둘이 분리될 경우에는 그 두 사항의 관계가 의식적으로 가교되지 않는 한, 지배가 

힘의 현상으로 이해되고 ―대륙에서의 그 화두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적용되었던 

“황제는 법률들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다”(princeps legibus solutus)는 定式이었

다126)― 전락할 위험이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영국

이 가장 먼저 절대군주주의의 시대를 뒤로 하고 법의 지배의 정치를 실현했던 것

도 이러한 문화속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7. In dubio pro reo v. 罪疑惟輕

서양의 형법 원칙 중에 잘 알려진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

게”(in dubio pro reo)라는 죄형법정주의의 부속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종래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동양에는 罪疑惟輕이 있는데,127) 

125) Cf. Chon, 115-143; 전성우, 3-18.  
126) Cf. Wyducke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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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聖人의 뜻’임을 지적하여 그것이 유교적 理想人의 행실이라는 전래적인 

관념을 표함과 동시에, 그것이 전하는 경전에 따르면 이 성인이 다름 아닌 舜 임

금이어서, 군왕으로서의 治政의 덕을 그에게 의탁하여 현재의 군왕에게 주지시키

는, 거의 상투화한, 역사적 格例(exemplum)에 속하는 成語이다. 물론 여기서 聖人

이란 聖之淸(修己以敬) → 聖之和(修己以安人) → 聖之任(修己以安百姓)의 모든 

단계를 거쳐 최종 이상형에 도달한 人君의 모습이 표방된 것이다.128) 僞古文에 해

당하여129) 표방하는 것보다는 후대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古文尙書의 

大禹謨편에서 유래하는 죄의유경은 신하 고요(皐陶)가 임금 舜과 대화하는 중에 

임금의 德政을 賞讚하는 다음 구절들 속에 등장한다.

〇 皐陶曰: 帝德罔愆, 臨下以簡, 御衆以寬罰弗及嗣, 賞延于世, 宥過無大, 刑故無

小,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 治于民心, 茲用不犯于

有司.

(고요가 말하기를, ｢임금의 덕에 허물이 없으시어 신하를 대하시되 번거롭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너그럽게 다스리셨으며, 죄는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셨고, 상(賞)은 후세에까지 뻗게 하셨으며, 과실은 커도 용서하시고 일부러 저지른 

죄는 작아도 벌하셨으며, 죄는 되도록 가볍게 하시고 공(功)은 되도록 무겁게 하

셨으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일진대 차라리 죄 있는 자를 용서하며 법을 깨는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시어, 인명을 존중하신 덕은 백성들의 마음에까

지 스며들어 비로소 백성들은 관리들을 거스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130) 

오늘날 서구식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으로 보아도 감탄할 만한 이 죄의유경은 이

후 임금의 好生之德의 체현으로 내세워지면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恤刑의 원리로 

작동하였다. 조선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법제와 법문화의 전제와 배경

이 달랐던 만큼 외견상의 놀라운 일치에도 불구하고 서구식의 in dubio pro reo [疑

罪從無]와는 다른 양상으로 적용되었다. 語句는 유사한 것들이 두루 사용되었다: 

127) Cf. 최병조(2011.12.), 15ff.
128) 조긍호, 334-350. 서양인이었다면 아마도 푸펜도르프처럼 officium hominis erga seipsum 

(對自義務) → officium hominis erga quoslibet (alios) (對他義務) → officium hominis 
erga Deum (對神義務)의 의무론 맥락에서 경지에 오르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Pufendorf, 60ff.

129) 書經, 解說 權德周/譯註 全寅初 [新完譯 四書五經 5] (平凡社, 1976), 78.
130) 書經, 解說 權德周/譯註 全寅初 [新完譯 四書五經 5] (平凡社, 1976), 82-84 (全寅初 역).



58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제4호 (2011. 12.)

“刑疑附輕, 賞疑從重”; “賞疑從與, 罰疑從去”; “[罰]附從輕 赦[罪]從重.”131) 서양의 

in dubio pro reo와 동양의 죄의유경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 그 전제가 되는 법제

의 차이이고, 다음으로는 그 실질에 있어서 후자는 유죄추정의 원칙[疑罪從有]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후자는 糾問主義의 일방적인 심판대상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인하되 여러 면에서 정확한 확인이 안 되는 정황들이 존재 할 때 정확한 확인의 

경우보다 형을 작량하여 감경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그 논증의 사고 순

서는 ‘犯狀에 관한 의심 → 無罪의 추정’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범

죄의 존재에 대한 확신 → 구체적인 犯狀이나 적용할 법규에 관한 의심 → 형벌의 

감경’이라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 경우 犯狀에 관한 확신 없이 범죄의 확인이 가

능한 것은 오늘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행위시의 실정법규가 없으면 절

대적으로 처벌 불가하다는 식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可罰性 이전에 當罰性

의 판단이 선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input로부터 output로 진행한다기보다 

일정한 직각적인 output의 확인이 먼저이고 이후 그에 적합한 input의 모색이 이루

어지는 逆推論의 모양새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132) 이를 라틴어로 표현한다면 in 

dubio pro leviore poena (“의심스러울 때에는 더 가벼운 형벌을”)가 될 것이다. 

Poena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를 작량 감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경향은 

결국 죄의유경을 목적론적 투입이 가능한 經義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법에 대한 

정치의 우위 관념 하에, 때에 응하여 엄하거나 너그럽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일 

수 있는 장기의 말처럼 정치의 도구로 작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133) 

131) 四字成語 형식이 아닌 서술형으로는 가령 “罪可疑者 則從輕以罰之, 功可疑者 則從

重以賞之”; “罪有疑者雖重從輕罪之”.
132) 참조 崔秉祚(2011.3.), 1-53, 43. 법추론의 방법론에서 보자면 가장 근접한 것이 미국의 

논리학자 Charles Sanders Peirce (1839-1814)에 의하여 도입된 abduction (retroduction)
이다. 이 추론방식은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법률실증주의가 통용되지 않았던 전근

대의 여러 事案法(casuistic law) 체계(대표적: 이슬람법, 유태법)의 실무에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有罪必罰 사상에 터잡아 활용되었던−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였다(가
령 Reichman, 27ff.). 중국이나 조선의 경우도 일단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

러나 Peirce가 모델로 제시한 단순한 추론식과 달리, 어쨌든 조선의 형사실무에서는 

최종적인 照律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정된 output가 아니라, 가설적인 output에서 출발

하여 두루두루 가능한 法條와의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 대조를 통한 해석학적 수정

을 거치면서 비로소 output인 형벌이 확정되고, 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input, 즉 해당 

법조의 逆構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형식상 output를 근거지운 것으로 구색을 갖추

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의 발전적 형성[伸造. 
Rechtsfortbildung] 방식이었던 引律比附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Cf. Reich-
man, 20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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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무죄추정의 원리가 대처하려던 바로 그 상황을 위한 용도가 있었던 것이다.

8. Persona-res-actio v. 吏⋅戶⋅禮⋅兵⋅刑⋅工典

서양의 개인 주체성과 과정적 사고를 반영하는 가시적인 증거는 무엇보다도 법

을 고찰하는 체계 그 자체의 시각이다. 잘 알려진 서양의 체계 중 하나가 이른바 

가이우스 편제인데, 로마 고전기의 법학자였던 Gaius는 人→ 物 → 訴權의 진행적 

도식으로 로마의 법 전체를 체계 잡았다. 이 시스템이 탁월함은 후대의 법전과 법

학서들이 이것을 추종했다는 사실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권리의 주체로부터 출발

하여 人法, 신분법을 거쳐서 권리의 대상인 개별 재산 및 총체 재산에 관한 상속

법, 물권법, 채권법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권리의 실현 절차에 관한 고찰로 이어지

는 이 체계는 가장 서양적인 法觀의 반영에 다름 아니다. 반면에 동양의 경우에 

정착한 六典 체제는 권리의 주체에 대한 인식도, 절차에 대한 인식도 전혀 반영하

지 못하고, 다만 대상의 영역(Sachgebiet)별 분류에 그친, 가이우스로 치자면 그저 

res만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미흡한 체계성

에 더하여 법규의 事案法的(casuistic) 성격134)으로 인하여 기술적인 법률적용의 면

에서 어디에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지 찾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난점은 차라리 부차

적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리를 선언한다기보다는 의무의 부과에 치중하고, 

실체법 중심이고 절차법이 취약하며, 국가 중심적 제재규범 중심이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장시키려는 의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로마인

들이 자신들의 고유법을 불렀고, 후대에 시민법의 대명사가 되었던 ius civile라는 

명칭은 동양의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9. Vox populi vox Dei v. 民心天心

서양의 경우나 동양의 경우나 인민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다. 그 중 하

나가 서양의 경우 “인민의 목소리는 神의 목소리”(Vox populi vox Dei)라는 것인

데, 동양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民心은 天心”이라는 성구이다. 여기서 vox와 

마음[心]의 차이는 매우 결정적이다. 전통적으로 서양의 경우 목소리(voice)는 단순한 

소리(sound. 음향)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理性(logos, ratio)을 대변하는 

133) 付春楊, 236-244.
134) Cf. 최병조(201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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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언어능력(oratio)을 구현하는 바의 것으로서 이해되었고, 인간은 목소리를 

통하여 상호 나와 너로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등자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

다.135) 목소리를 인정받은 인민은 따라서 정치공동체의 동참자이고 그의 목소리는 

神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의미와 정당성과 무게를 가지는 것이라는 게 이 Vox-성

구의 사상이다. 이것은 주체인 인민이 참여하는 절차와 의사형성의 과정이 당연히 

전제된 것이다. 이를 가깝게 번안하자면 “民意는 天意”가 될 터인데(단 이때 ‘뜻’

은 목소리를 통해서 표출된 것임을 전제한다), 대신에 “民心天心”이 통용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마음이란 목소리처럼 분명한 인식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상호적인 以心傳心의 妙法이나 일방적인 觀心法이 없는 한, 그 실체를 알

기 어렵다. 그러므로 民의 마음을 아무리 天의 마음이라고 치켜세우고 그 확보가 

위정자의 정치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위정자의 恣

意的 규정대로 그 내용이 채워질 공산이 매우 크다. 잘해야 爲民의 정책 방향을 

돕는 데 그치고 말 것이고, 못하면 民心이라는 빌미 하에 위정자의 上意가 下達되

는 데 불과할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이란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 진정한 民意이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빙자한 전략전술적 세력의 의지가 

관철되는 것을 돕는 데 기여하기만 할 공산이 크다. 우리는 목소리가 理性을 대변

하는 voice가 아니라, ‘목청 큰 사람이 득을 본다’는 식으로 오히려 몰이성적인 

sound의 뜻으로 목소리를 사용한다. 소크라테스식 대화가 중요한 문화요소로 각인

되지 않은 전통의 한 단면일 것이다(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로마의 경우라면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목소리의 마당이었던 법정에서조차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10. 結

이상에서 서양의 時流的-과정적-절차적 사고방식과 동양의 時點的-목적론적-실

체화적 사고방식의 차이를 지리물리적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도출하여 역사 속에서 

발전한 문화현상의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면서 그것이 법문화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136) 이러한 예비적 고찰은 우리나라에 민주주

의를 정착시키고 유지⋅발전 가능한 정치적 제도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시

민들이 어떠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 진단하고 처방하기 

135) 이것은 특히 로마 고전법학의 인간관이었다. Cf. C.6.29.3 Imperator Justinianus (a.530).
136) 중국의 경우 宋代 新儒學의 발달과 확산이 지식인들의 합리적 사고를 잠식하기 시작

했다는 엘빈(1996)의 지적은 조선에도 그대로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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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었다.

결론을 먼저 밝히자면, 민주주의 역시 절차이고, 따라서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절차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 전제로 하여 그 절차에의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도적 틀을 인정하

지 않는 구성원은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으므로 배제되어야 하며, 이것은 모든 

존재에게 허용된 자기보전의 鐵則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방어적 민주주의).137) 

아울러 그 틀을 인정하는 한, 그 틀 속에서의 규칙에 따른 경쟁과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 결과가 좌이든 우이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적-절차적 이해는 곧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 사고와 선택을 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

다. 이러한 선택이란 늘 작동하고 있는 기제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한 

바와 학습한 바에 기반하여 항시 새로운 조율 과정에 노출된 그 과정 자체를 유지

하고, 그 속에 여전히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이러

한 사고와 행태는 다름 아닌 합리성의 기본적인 속성에 경험주의의 겸허함을 가미

할 때에만 가능하다.138) 여기서 먼저 합리주의의 특성을 이념형적으로 열거해 보

면 다음과 같다.139)

① 합리주의자는 생각은 어떠한 권위에 대한 어떠한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고 오로지 이성의 계명만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② 합리주의자는 전통, 권위, 관습 및 선입견의 적이다.

③ 합리주의자는 어떠한 의견, 믿음 또는 습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데 스

스로 자유롭다고 느낀다.

④ 합리주의자는 진실과 가치를 결정하는 이성의 힘을 신뢰한다.

⑤ 합리주의자는 이성의 힘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다고 믿는다.

⑥ 합리주의자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명료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다른 

137) Cf. D.1.1.3 Florenti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Iure gentium fit] ut vim atque iniuriam propulsemus: nam iure hoc evenit, ut quod 
quisque ob tutelam corporis sui fecerit, iure fecisse existimetur ...
(敵意의 공격과 폭력적 침해를 격퇴하는 것[은 만민법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르면, 各有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행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138) Cf. 사르토리 I, 81ff.
139) Gau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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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 자신의 것과 다른 해답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⑦ 합리주의자는 경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의 

이성에 의존하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해결책을 개시한다.

⑧ 합리주의자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경우에는 그는 그 교훈을 모든 이에게 전달 

가능한 합리적 공식으로 변형시키기를 원한다. 

⑨ 합리주의자는 삶의 신비들을 포착하려 하지 않는다.

⑩ 합리주의자는 이론들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그리하여 그는 경

험의 큰 윤곽만을 승인한다.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현란한 시청각적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이 인간의 몸[身]

性을 발현시키고 그 감각능력의 발휘를 최대한 이끌어 냄으로써 근대적인 理性的 

−장기적인 시각의 자기통제[克己]가 익숙한 −인간(homo rationalis; IQ-인간) 대

신에 새로운 感應的 유형의 인간(homo emotionalis; EQ-인간, 그것도 외부의 작용

에 대하여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즉각 촉발되어 반응하고, 스

스로도 외부에 대해 항시 도발적으로 공세를 취할 태세가 되어 있는 신종 인간)을 

양산하고, 더 나아가서 公領域의 급속한 私化(Privatisierung) 및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경계 희석으로 신종 遊戱人(homo ludens)이 대두하면서, 그에 따라 문화의 

감각현상(phenomena: 色)화140)가 심화되어 가는 시대−포스트모더니즘의 주관주의와 

그에 따른 기성의 것에 대한 해체주의141)는 그 강력한 징표이자 징후이다−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다시금 합리주의의 성취를 되새겨 보고 책임윤리를 진작

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객관주의의 퇴조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가령 

절망, 분노, 냉소, 허무주의, 낭만주의) 실재 세계의 냉정하고 냉엄한 사물의 법칙성

(물리법칙, 생리법칙, 경제법칙 등등) 앞에서는 결국은 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도처에서 목도한다. 가령 최근 그리스가 경제법칙을 

아랑곳 않고 온갖 빚으로 복지 잔치에 몰두하다가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신약성서 데살로니카 후서 3:10 [공동번역])

는 警告에 반영된 과정적 사고를 거스른 까닭이다. 그리스가 앞으로 스스로의 자

활을 위한 재정긴축과 같은 고난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데모나 해대면서 감정적

140) Cf. 젠크스 편집(2004).
141) Cf. 사이어, 2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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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응만을 일삼는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누가 봐도 뻔하다. 일 안 해도 수

출해서 돈 잘 벌 수 있는 (가령 석유, 천연가스, 삼림 등 天惠라는) “화수분 없는 

나라가 지상천국을 흉내 내면 다음 두 나라 중 하나 꼴이 난다. 잘못된 복지정책

으로 빚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리스의 길이다. 세계경제를 위협하며 해체 수순

을 밟는 시한폭탄이 돼 있다. 다른 하나는 인민의 것을 100% 빼앗은 뒤 은혜를 베

풀듯 나눠 주는 공산국가다. 브루나이 같은 복지를 선전하지만 그게 ‘짝퉁’이거나 

이름뿐이라는 건 역사가 말해 준다. 화수분 없는 우리에게 공짜는 없다.”142)

우리 문화의 습성적인 관념론 성향은 아쉽게도 방금 살펴본 합리주의의 특성 중 

주요한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그에 더하여 그 경험론적 실용주의성의 취약함

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가 않다. 그리하여 과정적-절차적 사고를 발

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륙법의 유럽나라들보다 더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대응하

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의 텍스트는 수입할 수 있지만, 그 저변의 문화 속성은 수

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함양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

문이다.

III. 민주주의와 법사고

1. 민주주의의 위기

오늘날 민주주의 이론143)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어쩌면 이미 진부한 것이

142) “허귀식의 시장 헤집기: 無稅 복지천국”, 중앙SUNDAY 제243호 2011년 11월 6일-11월 
7일, 29면. 

143) 이하 민주주의 이해에 있어서 지금은 많이 잊혀진 감이 있으나 이 문제에 관한 현대

적 고전에 속하는 Giovanni Sartori,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Chatham: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7)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의 독역

본을 마련한 번역자가 너무 늦게 독일어로 번역되었다는 晩時之歎을 토로한 것도 

다 그런 까닭이다. Demokratietheorie, aus dem Englischen übersetzt von Hermann 
Vetter; hrsg. von Rudolf Wildenmann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92). 국역본 G. 사르토리 지음, 이행 옮김,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I− 시 의 토

론−; II −고  문제들−(도서출판 인간사랑, 1989/3쇄 1992). 또 민주주의의 핵심 

논점을 간결하지만 잘 서술한 조홍식(2007) 참조. 이 책의 저변에 깔려 있는 “과정적 

사고”는 모두 그가 참고한 영미 문헌에 힘입은 바가 크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헌법

학이 제공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조홍식, 18에서도 지적하듯이 語義의 해설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그 어의에 따라 “국
민에 의한 지배”로 이해하는 것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미 사르토리 I, 45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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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주주의는 각 개인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제가 되

기보다는 자유와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중을 획일화하

고 균일화시키는 방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가치에 대한 일치된 여론을 전제하고, 

다수 대중의 자기 훈련과 극기심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이지만, 이런 특질들은 감각

문화의 범람 속에서 이미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선거는 진즉에 인기 경쟁으로 

변했다. 특히 기술의 발달이 현실 공간을 대체한 가상공간의 보편화를 초래하면서 

과잉연결의 시대를 열었지만,144) 정작 이 가상공간의 초스피드 연결이 민주주의가 

요청하는 公論場으로 승화,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배경에서 감각단계가 

진척되고 더욱 널리 퍼지며 차츰 퇴락할수록 어느 누구와도 깊고 오래 가는 관계

를 맺지 않으며, 상호간에도 피상적인 말초적 소통만이 난무하고, 국가와도 단지 

통치기구나 복지기관을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을 뿐인 현대의 대중들을 다양한 형

태의 권리로 포장된 이익과 복지의 수단으로 현혹시키는 시도가 증대한다.145) 매

우 착종된 형태로 모든 현상에 “민주적 ∼”이라는, 또는 “∼ 민주주의”라는 복합어 

표현이 일상화된 오늘날, Sartori가 지적하듯이, 혼동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기본, 즉 정치적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한다.146) 특히 경제적인 측면의 체

계 구상과 정치적인 근본체제로서의 민주주의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147)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교과

서 집필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의 양상이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근본체제를 자유민

주주의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소위 ‘자유’ 없는 ‘민주주의’파의 반발과 몽니가 그

것이다. 여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시행착오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인간계의 현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저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시행착오’에서 時點的 사고를 하는 사람은 결과인 착오

(error)에 주목하고, 時流的 사고를 하는 자는 시행(trial)의 과정에 눈을 돌린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철두철미 과정적 사고를 

실천함으로써 현대 그룹을 일으킨 대기업가 정주영씨가 늘 입에 담았다는 말, “해

봤어?”에 이 모든 차이가 압축되어 있다. 동일한 실패이지만 미래를 향한 개선책

의 마련에 전자는 소극적이고, 후자는 적극적이다.148)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마음 자

144) Cf. 데이비도우(2011).
145) Cf. 브라운, 235-258.
146) 사르토리 I, 제1장 (23ff.).  
147) 사르토리 I, 30ff.; cf. II, 제14장 (539ff.).
148) Cf. 하포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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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관한 예가 물컵에 마실 물이 1/2 들어 있는 경우이다. 소극적 비관자는 “(겨

우) 반만 들어 있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 낙관자는 “(아직) 반이나 차 있네”라고 

생각한다. 보통은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런데 이 경우 주목해야 할 것

은 전자는 결과중심적-목적론적인 100%의 이상적-관념적 기준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먼저 눈에 띄고 그 부족분에 대한 심리적 불만감으로 

괴롭지만, 후자는 100%의 비현실적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적-미래개방적 기

준에서 사물을 보기에 아직 남아 있는 물이 가져올 (가령 갈증 해소라는) 미래를 

향한 과정과 성취에 긍정적 심리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역사교과서 집필을 둘러싼 기가 막힌 소모적인 논쟁의 발단도 결국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時點的-過去固着的으로 보느냐, 아니면 時流的-미래개방

적으로 보느냐의 사고패턴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인다.149) 전자는 가령 이승만, 송

진우, 김구 등 건국 주체의 체제 구상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든가, 이승만, 박

정희, 전두환이 자유민주주의의 ‘반대자요 억압자’였다든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 유신 시기에 만들어졌고 외국인 서독에서 수입한 조항이므로 대한민국의 가치

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한다. 후자는 자

유민주주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시행착오와 퇴행이 있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은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칙적으로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체제이고 제도라고 주장한다. 현재

와 미래를 과거에 묶어버리는 전자의 관점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늘 새롭게 

변신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대개 ‘진보’를 주

장하는 이들의 이러한 ‘수구적’ 정신과 태세는 그 자가당착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들이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2. 비유를 통해 본 민주주의의 작동태 

민주주의는 합의에 기초한 통치이다. 사르토리에 의하면 “첫째, 합의는 실제적 

동의는 아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에 대한 각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내포하지는 않

는다. 둘째, 소위 합의라는 것이 많은 경우, 단순히 용인(즉 약한, 그리고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합의)이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합의와 용인>의 특징적인 성격은, 

어떻게든지 구속하는 “공유”라는 것이다.”

149) Cf. 권희영, “자유민주주의 기반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 중앙일보 제14546호 43판 

(2011년 10월 29일 토요일), 33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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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무엇>을 공유하는가?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공유, 즉 가

능한 동의의 대상이 적어도 세 가지는 잘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a) 

신념체계의 틀을 짜는 궁극적 가치 (자유와 평등 같은), (b) 게임의 규칙이나 혹은 

절차, (c) 구체적인 정부와 정부의 정책 등이다.”150) 이 중에서 “두 번째의 합의 수

준은 소위 말하는 게임의 규칙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합의>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많지만, 많은 다른 규칙들을 선행하는 최고의 규칙이 있다. “<어떻

게 갈등이 해소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규칙이 그것이다. ... 민주주의에서는 이러

한 갈등 해결의 규칙은 다수제의 규칙이다. 다수제의 ”게임의 규칙”이나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전까지는, 민주주의는 내부의 갈등을 

처리하는 규칙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작동이 시작되지 않는다. 따라

서 분명히 다수제의 갈등해결의 규칙은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151) 

이러한 합의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그러면 정치적 민주주의란 어떤 작동 기제를 가진 제도일까? 이것을 이제 비유적 

표현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비유를 <민주주의 굴렁쇠론>으로 부르기로 한다. 

우리는 88올림픽 개회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 속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

운데 한 어린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넓은 운동장의 한 가운데로 등장했던 장면

을 기억한다. 굴렁쇠 놀이에는 놀이 주체인 사람과 굴렁쇠 고리와 고리를 밀며 나

아가는 갈고리 막대가 필수적이다. 물론 굴렁쇠를 굴리며 뛰어다닐 수 있는 바닥 

150) 국가의 건립 및 政體의 확립, 조직과 절차의 구비, 구체적 법령의 마련은 굳이 Ota 
Weinberger와 같은 법철학자에 의한 제도주의적 실증주의가 아니더라도 법질서의 제반 
층위를 예의 주시하는 경우 반드시 분간하게 되는 제도적 차원들이다(Cf. 심헌섭, 특히 
152: “법은 사회의 기본구조를, 법기관의 구성을, 법적 절차의 체계를 규정한다”). 이

러한 근본적인 인식은 예컨대 이미 키케로에게서도 발견된다.
Cicero, De oratore 1.33:
Ut vero iam ad illa summa veniamus, quae vis alia potuit aut dispersos homines unum 
in locum congregare aut a fera agrestique vita ad hunc humanum cultum civilemque 
deducere aut iam constitutis civitatibus leges iudicia iura describere?
(제일 중요한 저 요점으로 오자면, 어떤 다른 힘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야생의 거친 삶으로부터 이[현재의] 인간적이고 시민적인 문화로 이끌고, 이미 
건립된 나라들에 법제도들과, 법적 기구 및 절차들과, 법규범들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

했겠는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힘이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이성적 언어능력을 가리킨다: 
Cicero, De oratore 1.32: Hoc enim uno praestamus vel maxime feris, quod conloquimur 
inter nos et quod exprimere dicendo sensa possumus.

151) 사르토리 I, 132ff. (인용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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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당연한 전제이다. 이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이 굴렁쇠를 굴리는 것이

라는 비유와 함께 각각의 해당 요소를 諷諭的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다. 

먼저, 굴리는 주체는 종래 흔히 사용되어 온 비유처럼 다양한 지체, 즉 다양한 

사회 요소로 구성된 국민(체)을 비유한다. 아마도 이것을 비유적인 그림으로 표현

해 보자면, 토마스 홉스의 유명한 책 �리바이어던�의 표지를 장식했던 ‘인간군으

로 이루어진 큰 인간상’을 떠을릴 수 있을 것이다. 굴렁쇠 굴리기(민주주의)의 주

체는 당연히 국민이다. 이 국민은 각 구성분자들이 통합된 상태에서 분업과 협업

을 할 때 생존할 수가 있다. 이 인적 요소중 굴렁쇠 막대를 잡고 있는 손은 두뇌와 

심장과 다른 지체의 의사를 실현하여 굴렁쇠라는 물적인 제도로 전달하는 대의제

의 기구에 해당한다. 

굴렁쇠 자체는 다양한 모양새를 가질 수 있다. 재질, 직경, 굵기, 무게 등등. 이

것들은 민주성의 확립 정도에 비견되는 요소들이다. 단단한 재질, 넓은 폭, 적절한 

무게 등을 갖추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굴렁쇠를 굴릴 수

가 있을 것이다. 굴렁쇠를 굴리는 동작 자체는 굴렁쇠가 굴러가기 위한 필요조건

이다. 이것은 부단한 운동, 그것도 전진운동을 전제로 한다. 속도, 방향, 좌우진동

의 정도 등등은 굴렁쇠마다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작동 기제

는 철저한 현실 속의 운동, 즉 과정(process)이라는 것이다. 멈춰서는 순간 굴렁쇠

는 쓰러진다. 

굴렁쇠를 굴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바닥이 고른 곳과 울퉁불퉁한 곳, 평평한 곳

과 경사진 곳, 또 그 경사의 정도, 부는 바람의 세기 등등에 따라서 굴렁쇠를 굴리

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도 달라진다. 이 바닥은 주체와 굴렁쇠라는 제

도의 외부요인이다.152) 이 자연적 외부요인에 더하여 한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굴렁쇠를 굴리느냐에 따르는 제약도 존재한다. 이 인간적인 또는 사회적인 

외부요인은 다소간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역시 주어진 소여이다(그리고 놀

이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보호의 맥락에서 국방⋅안보 요인이다153)). 굴렁쇠를 

넘어뜨리지 않고 잘 굴리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요인들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굴렁쇠를 굴리는 것은 힘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자전거를 탈 때처럼 늘 좌

우로 진동하는 사이에서 교묘히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필경 실패하기 마련이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면 경우

152) Cf. 사르토리 I, 288ff.
153) 국가 안보와 인권 사이의 균형에 관해서는 Barak (이스라엘 대법원장), 29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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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그 방향으로 더 기울여야 계속 굴릴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

히려 반대방향으로 모멘텀을 주어야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찾아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방향으로만 기울이면 종국에는 반드시 넘어진다. 여기

서 굴렁쇠 굴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의 전제와 우선

굴리는 사람에게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는 굴렁쇠의 움직임을 적시

에 조정할 수 없으며,154)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실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마음

대로 굴리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자유민주주의).155) 오늘날 자유를 위

협하는 것은 폭정이 아니라 평등이다. 평등과 그 성격상 비평등주의적인 자유 사

이의 경쟁에서 평등이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자유는 이를 상실할 때

만 느낄 수 있지만, 불평등의 고통은 삶의 매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156) 그래

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이상향이 늘 인류를 매료시킨다. 그러나 자유는 굴렁쇠

를 굴리는 행위 그 자체이다. 똑바로 가는 것(평등: 후술 (4))은 굴렁쇠가 구를 때

에만, 그것도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방해요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굴러가기 위해서

는, 굴렁쇠를 굴리는 힘(국력)이 자유와 더불어 상당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

하다. 그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초인적인 힘이 필요할 것이다.

(2) 규칙의 준수

그러나 굴렁쇠 놀이도 놀이로서 성립하려면, 그리고 놀이인 한, 게임의 규칙에 

따라야만 한다. 키케로 식으로 표현하자면: legum omnes servi sumus ut liberi esse 

possimus (“우리 모두는 자유인일 수 있도록 법률의 종이다”).157) 예를 들어서 굴

렁쇠가 넘어지려 한다고 손으로 붙잡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 역시 가장 근원적인 

제도의 규칙이 전제된 것이다. ‘민주’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권리’의 이

름으로 등등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 기본적 작동의 전제요건을 지키지 않

으면 더 이상 존립하지 못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적법한 절차에 

154) Cf. 사르토리 II, 제11장 (409ff.).
155) G. 사르토리 II, 525ff.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VI.1.5, 1317a 40-41: Ὑπόϑεσις 

μὲν οὖν τῆς δημοκρατικῆς πολιτείας ἐλευϑερία (Fundamentum igitur reipublicae 
popularis est libertas).

156) 파이프스, 430f.
157) Cicero, pro A. Cluentio Habito oratio 146; 또한 Ober, 541ff.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 / 崔秉祚   69

대한 합의이다. 게임의 규칙이란 절차에 대한 것과 실질 내용적인 것으로 구성되

는데, 이 중 무엇보다도 절차의 준수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스포츠 경기에서 가

령 심판의 오판이나 誤審이 드러나더라도 그 판정을 번복할 수 없는 사례를 우리

는 상시로 목격한다. 그러나 실질 내용적으로는 매우 부당한 이러한 처사에 대해

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수긍한다. 경기가 더 큰, 더 긴, 차원에서 

유지 계속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조건임을 모두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이다. 민주주의라는 굴렁쇠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절차적 합의를 준수할 때에만 그것은 굴렁쇠 운동일 수 있는 것이다.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령 굴렁쇠를 들어서 누가 멀리 던지나를 겨룬다면 이미 그것은 다른 

경기이지 굴렁쇠 놀이가 아닌 것이다. 이 규칙의 틀은 굴렁쇠 놀이의 시작이고 끝, 

알파이고 오메가이며, 모든 놀이자는 그 틀의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민

주주의는 그 제도의 틀과 그 운행의 규칙을 준수할 때에만 존립하는 특수한 존재이

다. 이 경기의 규칙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왕국’(ἀρχή : principatus, imperium, 

dominatus)의 ‘기원⋅시작’(ἀρχή : principium, initium, origo, causa; fundamentum)인 

것이다.

(3) 과정과 습득

굴렁쇠를 잘 굴리려면 땀과 경우에 따라서는 피를 흘리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

다. 태어나서 아무런 노력 없이 원하는 대로 잘 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무수한 시

행착오와 자기 검증을 통하는 경험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습득과 통달이 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는 그냥 잘 굴러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

다.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의 축적 속에서 터득해 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이

런 저런 형태로 완성된 제품이 아니다. 그것은 늘 새롭게 자기 확인의 과정을 거

쳐야 하는 살아 있는 존재이다. 늘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검증이 필수적인 

까닭이다. 오늘의 투표를 거친 오늘의 민주주의는 이미 어제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오늘의 검증을 통과한 민주주의는 이미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인 

것이다.158) 굴렁쇠가 굴러가는 궤적이 그 역사이듯이, 민주주의의 실천의 자취가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인 것이다. 그것이 발전이고 성숙이고 진화일 것인지, 아니면 

158) 쇼어, 241ff.는 그가 나열한 중요한 생각의 오류 유형 7가지 중 마지막 것으로 변화

하는 세계를 거부하는 “정태적 집착”을 들었다. 時點的 사고는 도를 지나치면 誤謬

思考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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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와 경색이고, 후퇴와 퇴행일 것인지는 고스란히 지금 이곳(hic et nunc) 현실세

계의 국가시민들의 몫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과정이라는 사고의 중요한 귀결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비용 요소(process costs)를 민주주의를 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으

로 고려해야 하고 반드시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159)

(4) 평등과 좌우 진동

어떤 목표점(국가목표 등등)을 향해서 굴렁쇠를 굴린다고 할 때 가장 빠른 지름

길은 당연히 직선코스이다. 똑바로 굴리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평등의 실현이

다.160) 그러나 과정의 들쭉날쭉함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일직선만을 고집하면 

나쁜 바닥을 지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어서 그 직선을 이탈할 수밖

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모든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굴

렁쇠를 일직선으로 굴린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과업이다. 좌로 기울었다, 우로 

기울었다 하면서 전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일정한 진폭의 범위 내에 머

룰 경우에만 계속 굴릴 수가 있다. 좌든 우든 한 방향으로만 쏠리면 굴렁쇠는 전

진하지 못하고 원을 그리며 한자리에서 맴을 돌 것이고, 극단으로 기울면 반드시 

쓰러진다. 법도 극단으로 치달으면 불법의 극치가 된다(summum ius summa iniuria)

는 것이 로마인들의 지혜였다.161) 민주주의에서 평등은 그것을 굴리는 원동력인 

자유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100% 평등의 기준을 좌우로 

벗어나면서만 상대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굴렁쇠를 굴리는 것은 머릿속 

관념의 세계에 속하는 사태가 절대로 아니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져서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달려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좌파와 우파의 공존과 협력을 비유하여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난

다”고 한다. 그러나 이 비유는 기본적으로 좌와 우가 고정된 실체인 것으로 파악

한다는 점에 가장 큰 허점이 있다. 그리고 좌와 우의 상호작용은 어디까지나 상황

에 따른 과정 속에서 현실세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규정되는 것임을 제대로 인

식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 날개가 없는 새는 아예 날지 못하지만, 

한 쪽으로 기운 굴렁쇠는 적어도 한 동안은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원

159) Cf. Calabresi & Bobbitt, 131ff.
160) Cf. 사르토리 II, 제12장(459ff.).
161) Cf. 사르토리 I, 10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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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그리면서 한자리에 머물지 않으려면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현실은 좌파의 득세 후 우파의 집권이 

따르고, 다시 그에 대한 대처로 좌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하는 식으로 변증법적인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가 진행함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법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선택의 문제이다.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공동체는 다양한 중요한 가치들을 강화할 과제가 있다. 그러

나 문화란 결코 모든가치들의 최적의 실현태가 아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고 

문명과 야만이 혼재한다. 문화란 삶을 살아가는 길(way of life)이고, 그래서 어떤 

가능성들은 열어주고 다른 것들은 배제하며, 긴장과 심지어는 갈등을 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진행 중인 것이다. 민주적인 법질서는 가치 갈등이 논의가

능한 것이 되는 언어와 공론장과 절차를 제공한다. 발견된 해답도 중요하지만 더

욱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논의 그 자체이다. 따라서 진 쪽에 대한 메시지는 “당신

의 견해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그것들은 우리 법의 일부이고 많은 경우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것들이 우세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어야 하는 것

이다.162)

따라서 어느 한쪽을 타파하거나 말살하려는 시도는 모두가 잘못된 인식에 기반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느 쪽이든 지나치게 기울면(극우, 극좌) 민주

주의 자체가 전복된다. 이것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제가 필요한 까닭이다. 자유민

주주의의 틀 속에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는 것이다. 최근에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의 권리라는 

시각−우리는 그 언어의 지시작용에 의해 이 방향으로만 사고하도록 유도되기 십

상이다−에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권리로 파악해서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서 일정

한 가치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학설이 주장되었다.163) 

표현자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時點的 시각을 벗어나서 말하고 듣는 상호 과정의 

모든 관여자에 주목하는 時流的 관점을 통해 민주주의를 과정민주주의로 이해했

다는 점이 이 견해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과정이

어야 함을 밝혔다는 점이 탁월한 것이다. 이 표현의 자유의 가장 분명한 제도적 

귀결이 투표이다. 그러므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가령 “노친네는 투표하지 말라”), 

아니면 명분의 제시 없이 언어의 유희를 통한 암시 조작에 의하든(가령 “나쁜 

162) Loth (네덜란드 대법관), 304.
163) 문재완(2011.8.), 85-110; 同(2011.2.), 113-142.



72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제4호 (2011. 12.)

투표” 운운), 이미지와 환상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투표를 저지하는 어

떠한 시도도 반민주주의이고 반공동체적이다. 스스로는 투표를 하면서 남에게는 

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선의 악덕이 덧붙여진다.164) 현대사회에서 언론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가짜 사건”(pseudo-event), 이미지를 만

들어 팔기 위해 벌이는 모든 인위적인 “擬似 사건”들의 병적인 현상들이 현금의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어 가는 양상이다.165) 민주적인 것으로 당연히 전제되는 여

론이란 公然性(反秘密性), 公共性, 公開性(公示性)을 통하여 公論化되면서 민주주

의의 작동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단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

로 그 익명성⋅무책임성; 速變性과 타방 사실 불구하고 고수되는 守舊性; 대상의 

포괄성; 총론성⋅비전문성; 이상주의적 관념성; 비판성(反對性) 등으로 인해 군중

사회, 대중사회의 무차별적 직접민주주의의 욕구로 분출될 경우, 그리고 대의제의 

책임주체인 정부와 의회가 여론의 단순한 집행자로 선언될 경우,166) 근대국가의 

최대 성취, 즉 모든 국가활동은 정제된 절차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필연성을 희생

하게 된다.167)

(5) 代議

굴렁쇠를 굴리는 어느 한 쪽의 손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른 손으로 바꿔서 굴

릴 수 있다. 다시 말해 代議 기관의 구성을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것이 굴렁쇠 놀이의 구조이다.168)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164) Cf. 사르토리 I, 647ff.
165) 이에 관해서는 실례와 통찰로 가득한 부어스틴(2004).
166) 고대 그리스 민주정 시기 페리클레스의 행동을 전하는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영합했던 그의 후임자들과 대조되면서 민주정의 리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Thucydide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2.65.8/10 (C.F. Smith 영역 [Loeb Classical 
Library, 1991]):
Pericles ... had proved himself clearly incorruptible in the highest degree, restrained the 
multitude [πλῆϑος] while respecting their liberties, and led them rather than was led 
by them. ... But the successors of Pericles, being more on an equality with one another 
and yet striving each to be first, were ready to surrender to the people [δῆμος] eve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to suit their whims [ἡδοναί].

167) Cf. Krüger, 437-454 (§ 26). 이른바 데모스의 비이성적 행태에 관한 그리스인들의 고

찰에 관해서는 Schubert, 177-180.
168) 대의민주주의가 참여, 도덕적 발전 및 국민에 의한 통제의 이상들을 가장 잘 실현

하는 유형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Wolfe (1986); 대의제의 성립 조건에 관한 세계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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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은 손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굴렁쇠 자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물에 대한 이견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人的인 요소와 物的인 요소는 민주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분명히, 확실

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동시에 어느 손이든 놀이의 규칙을 부정하

거나 놀이 자체를 망칠 것이라면 그 손에 굴렁쇠 막대를 쥐어 줘서는 안 될 것이

다. 그런 존재가 바로 ‘공공의 적’인 것이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자

들의 표면적으로 이상적인 “고상한 이념” 배후에 있는 심리적 기제를 잘 식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인용은 이에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완전주의는 비밀리에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원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완전주의

자들은 비교적으로만 완전하다. 그들은 누군가를 멸시해 마땅한 대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폭력에 대한 고대 바빌론 신화를 처음 낳은 

구조다. 실재는 선과 악 두 부분으로 분열되어, 구원이란 자신을 온전히 선한 쪽

과 동일시하고, 나쁜 것은 모두 악한 쪽에 투사하는 데 있다. 이런 접근방법은 자

신의 그늘진 구석에 대한 통찰이 방해되는 한에 있어서만 유지될 수 있다.”169)

말하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마태복음 7:3) 이들의 언어 전략은 이에 따라서 좋은 어휘는 자신들이 차

지하고, 나쁜 어휘는 상대에게 전가하며, 항상 이들이 내세우는 ‘定義’가 절대로 

서술적(descriptive)이지 않고 규정적(prescriptive)이라는 데에 있다. 이상을 현실로 

내세울 뿐 그 이상을 현실로써 검증하지 않는다. 언어의 암시력을 이용한 언어 조

작에 그치는 것이다.170)

대의 문제에 관해서도 사르토리의 통찰력 있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반응성은 대의정부의 여러 요소 중의 하나이다. 단순히 요구에 따르고 단

순히 굴복하는 정부는 매우 무책임한 정부이고 그것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

가 된다. 대의도 <무엇에 대한> 반응일 뿐 아니라 <무엇을 위한> 책임이기도 하

다. 이것은 대의가 본질적으로 반응성과 독립적인 책임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

성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정부가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해치면서 무언가에 반

비교 고찰은 Hintze, 68-113.
169) 윙크, 491f. 또 완전주의 또는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사르토리 I, 제4장(91ff.).
170) Cf. 사르토리 II, 64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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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잘못 통치되고 혹은 통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

아진다. 그것은 우리가 반응성에 탐닉하면 할수록 <독립적 책임감>에 대한 필요

는 더욱 커진다는 말과 같다.―리더십이 실제로 이것에 대한 것이다.”171)  

(6) 과정의 미세조정

그러나 자유롭게 굴렁쇠를 균형을 맞추면서 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

에는 부단한 미세조정의 묘가 더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굴리는 주체의 예술성이 

돋보여야만 멋진 훌륭한 굴렁쇠 굴리기가 완성된다. 굴렁쇠 굴리기의 충분조건은 

이런 예술성이다. 같은 붓글씨를 써도 누구는 멋진 예술 작품이 되지만, 누구는 그

저 의사 전달의 밋밋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처럼, 같은 피겨 스케이

팅이라도 김연아 선수의 품새에는 더없는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어 탄성을 자아내

는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굴렁쇠를 굴리는 국민에게도 나름으로 예술성이 가미되

어야만 한다. 그저 마지못해 굴리거나, 머리가 굴리라는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손

이 밀고 간다든가 하면, 그것은 좋은 굴리기가 절대로 아니다. 모든 지체가 합의한 

목표를 위하여(가령 복지국가) 즐겁고 신명나게 굴렁쇠를 굴릴 때 힘차고 아름다

운 굴렁쇠 굴리기가 실현되는 것이다.

(7)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굴렁쇠 굴리기 비유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주주의가 현실의 이 시간, 이 지

점에서의 과정임을 잘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

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자유를 전제할 때 비로소 평등을 추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역동적인 현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어떤 관념론적

인 이상이 제시하듯이 선험적인 어떤 가치나 상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부단히 

변화하는, 끊임없이 현실에 적응하는 몸부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인간의 현상이다. 굴렁쇠를 굴리는 한 우리는 살아 있는 것이다. 그 자유민주주의

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생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8) 주체의 독립과 자율

그러므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의 의지이다. 이것은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를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질 때에만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너무나도 

171) G. 사르토리 I,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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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상식을 새삼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만, 흔히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여러 측면을 적어도 비유를 통해서나마 재확인하는 성과가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주체는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자치적이어야 하

고, 내부적으로는 知⋅情⋅意의 존재론적 구조를 거스르지 않고 통합된 자기 정체

성을 유지⋅발양시킬 때에만 굴렁쇠의 藝人다운 기예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것은 

결국 한 정치공동체가 얼마나 현명하게 自制와 克己 속에−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잘 알듯이 몸은 병이 난다−비유컨대 유기체로서의 존재를 효율적으로 유지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지속가능한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동력

민주주의라는 굴렁쇠는 머리로 굴리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굴리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체력이 튼튼해야 힘차게 마음껏 

굴렁쇠를 굴릴 수 있다. 추진력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면 굴렁쇠는 더 이상 구

르지 못하고 쓰러진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력을 전제하는 

것이다. 굴렁쇠를 굴리기 위해서는, 특히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세게, 더 멀리, 그

리고 더 멋지게 굴리기 위해서는 부단히 체력을 길러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건강한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체력은 무용지물이다.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처럼 우리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기원”(Orandum 

est ut sit mens sana in corpore sano)172)하고, 애써야 할 것이다. 정신분열증적으로 

오른발은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왼발이 역주행을 하거나, 왼손이 굴렁쇠 막대를 잡

고 굴리는데 오른손이 잡아당긴다면 굴렁쇠 굴리기는 물건너간다. 튼튼한 몸 못지

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끌 수 있는 건강한 정신상

태이다. 민주주의는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국가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협력

과 조화 속에서 그것을 꽃피울 태세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굴러간다. 적

어도 경기규칙의 최소한만이라도 준수하려는 용의가 공유되어야만 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문젯거리는 목표에 대한 

이견으로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가려하고, 왼발은 왼쪽으로 가려하거나, 목표에 대

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이르는 방도(수단)에 대한 이견으로 손은 빨리 밀려 하나 

172) Iuvenalis, Satyrae VIII,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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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안 쫓아간다든가, 머리는 조급한데 몸이 안 따라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굴렁

쇠 놀이 주체의 내부적 사정이 衆口難防일 때 발생한다. 여기서 우리는 時點的 사

고와 時流的 사고의 대처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대체로 스스로 설정

한 시점의 목표 지향성, 즉 목적론적 사고 경향이 강하고, 이는 아직 경험하지 않

은 미래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관념론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동시

에 무엇인가 가치 있는, 좋은, 그래서 도덕적, 규범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훌륭한 

명분의 목표를 제시하므로 강한 흡인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문제는 그러면 그럴

수록 자기충족적인 정당화의 기제가 작동하여 그 목표에 이르는 길, 과정, 수단의 

측면은 등한시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되기 십상이다. 말하자면 정책목표에 대한 

거시적인, 통 큰 제시만 있고 정책수단에 대한 통찰은 아예 빠지거나, 아니면 ‘목

표는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로 스스로 설정한 목표의 정당성만으로−절차규칙

을 어기는 수단까지 포함하여−여하한 수단의 동원에도 거리낌이 없어지거나 한

다. 이것은 철저한 時點的-목적론적-관념적 사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중요

한 수단의 문제가 도외시되는 순간, 목표에 이르는 도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제시되지 않는 순간, 그 정책은 민중 선동의 도구일 수는 있어도 올바른 

정책수단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전 과정을 고려한 과정적-時流的-현실주의적-경험론

적 접근이야말로, 그리고 그것만이 현실 인간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가능한 대안이

다. 비록 관념론이 제시하는 100%의 완벽성 앞에서 늘 일말의 아쉬운 마음을 가

지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들의 겸허함과 

도덕성을 증명할 뿐, 결코 약점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단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100%에 못 미치도록 운명 지워진 것이 인간 조건(condicio humana)이기 때문이

다.173)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는 입론, 거시만 있고 미시가 없는 주장, 끝만 있고 

길이 없는 변설은 모두 허황된 것이다.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는 형법을 한 번 상

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거시이론만 있고 미시이론이 빠진 

경제학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황당한 경제운영으로 경제를 말아먹겠는가. 모두가 

대통령이라면서 아무런 세부조치 없는 구호는 또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목적론적 관념론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의 소위 면죄부 

판매를 생각할 수 있다. 내세-피안에서의 응징 회피라는 관념 속의 목표 달성의 해

결책으로 생산자(laboratores) 계층이 아닌(oratores) 가톨릭 사제들이 제시한 것이 

바로 교회에 돈을 내고 죄를 면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라는 것이었다. 생산 노동

173) Cf. 최병조(September 201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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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지식인 계층의 위선을 증거하는 

이런 조치에 대한 반발이 한 원인이 되어 촉발된 종교개혁은 반대로 내세의 구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고백을 전제로 현실의 생산 과정에 대한 철

저한 헌신(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구

원종교적 동인으로 강하게 규정되기는 했지만 인간의 삶이 곧 과정이라는 그 저변

의 인식을 실현한 것이다. 이 思潮가 특히 해양에 면하여 전통적으로 상업민족으

로 활동해 온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웠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0) 주체

민주주의라는 굴렁쇠 놀이의 주체는 인류 역사가 보여주듯이 국가공동체−이것

은 한편으로는 res publica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populus Coreanus이다174)−이지 

민족이 아니다. 언어와 혈통과 문화를 같이한다고 해서 하나의 굴렁쇠를 함께 굴

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언어와 혈통과 문화를 달리한다고 해서 하나의 굴렁

쇠를 굴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 합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전문; 제1조; 제4조; 제8조 제2항, 제4항; 제32조 제2항; 제37조; 제119조)에 대한 

결단의 국가공동체에 동의하여 참여하는 모든 국가시민은 굴렁쇠 놀이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 국가시민의 지위는 태생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외견상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법을 시행하는 경우 출생으로 국적을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 지위의 획득이 후천적 동참

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통의 경우 그 동참의 의사표시

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생의 사실로부터 전제되는 것일 따름인 것이다. 종래 

nation, nationalism, nation-state를 ‘민족’, ‘민족주의’, ‘민족국가’라고 번역하곤 한

다. 이처럼 ‘민족’이 득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사조가 전 세계를 휩쓸 

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로 전락했기에 기댈 언덕이 망해 버린 국가의 

빈자리(“나라 잃은/없는 설움”)를 채워 줄 어떤 것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민족’

174) 현실적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소규모 인구를 

위한 구상이고 제도였듯이(사르토리 II, 383ff.), 5000만 인구에 이만한 땅덩어리를 가

진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진공 속의 변화하지 않는 ‘이상적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populus Coreanus도 규범적이면서 사실기술적인 양면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1992년 클레이스테네스의 헌법(기원전 508년) 제2500주년을 

기념했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오늘날과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Gschnitzer, 254-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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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용어는 국가가 의식적인−즉, 그 구성원들의 법적인 결사 

과정을 거쳐서 성립한− 법적 영토적 목적단체인 것과 달리 아무런 人爲가 개입하

지 않고도 만인이 共屬할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집합체로 받아들여졌기에 동양

의 전통적 혈연-지연 문화코드와의 친화성까지 구비하면서 매력적인 존재로 부상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안다. 정치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인

류 역사의 주역은 대규모든 소규모든 국가였지175) 문화정서적 共屬意識으로 규정

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다. Nation, nationalism, nation-state는 각각 “國民體”, “國

民體主義”, “國民(體)國家”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이다.176) 정치는 어차

피 정치라 치자.177) 문제는 어설픈 소위 민족주의가 폐쇄적 自民族主義로 표출되

면서 정작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는 데에 기여하는 황당무계한 逆理的 현상이다. 

철두철미 고정적-時點的 사고로 무장한 앞뒤 꽉 막힌 한글전용론자들이 시대 변화

에 발전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아무런 대안 없이 우리말 자체를 반병신으로 만들

고 있다는 점이다.178) 이러한 대응은 오늘날 득세하고 있는 문화적 다원주의와도 

배치된다. 反海洋性의 고착으로 쇄국주의로 일관하여 나라를 잃었던 그 민족이 이

제 親海洋性으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 유태인들이 기원전 6세기 바빌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남을 탓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렬히 반성하고 아브라함의 신, 이삭

의 신, 야곱의 신이었던 부족신⋅지역신을 그 낡은 사고의 틀을 깸으로써 보편화

시켰던 선례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폐적인 민족주의로는 되지 않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굴렁쇠 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도록 운명 지워지지 않은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법적 제도도 태생적으로 부여된 소여가 결코 아니다. 놀이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놀이의 경기자이듯이 민주주의라는 법적 제도에 국가시민으로서 동참하는 자만이 

175) 거의 모든 일에 냉소적이던 견유학파의 哲人 디오게네스조차도 유독 나라의 필수불

가결성에 대해서만큼은 뚜렷한 안목을 표했었다(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 6.2.72). 그 

취지는 사회는 법 없이 존립할 수 없는데, 문명화된 존재인 나라 없이는 법도 무용

지물이라는 것이다. 함석헌 선생께서도 가장 귀중한 것으로 나라를 꼽으셨다고 한다. 
‘나라’에 대한 語韻的 말풀이(“‘나이다’라는 말의 본디말이 곧 ‘나라이다’”)의 진위를 

떠나서 이러한 이해는 성경과 서양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Cf. 이문영, 
245ff.

176) 이전, 103도 nation 등등을 ‘민족’ 운운으로 번역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 대안

으로 ‘국민’만을 언급할 뿐 ‘국민체’ 개념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 하였다.
177) Cf. 사르토리 I, 제3장(67ff.).
178) 최병조(2007.5.28.), 11; 상세는 韓國語文敎育硏究會 編, 國漢混用論(도서출판 월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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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참여자인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자는 굴렁쇠 놀이의 경기 방해자이다. 

민족이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용어를 구사하는 자들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활용되곤 한다. 그것은 

어떤 암시력을 통해서 마치 어떤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전형적인 

실체주의적-관념주의적 사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런 종류의 개념

(“National-”)이 집단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면서(“-sozialismus”) 나쁜 이데올

로기로 작용할 때(“Nationalsozialismus” = Nazism: 국가사회주의) 얼마나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는 히틀러의 “Blut und Boden”, 즉 “피와 땅”의 낭만주의적 

환상이 웅변으로 증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만연된 하나의 중대한 오해를 불식해야만 한다. 그것은 “民主”라는 

말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함몰되어 민주주의를 民이 主人인 체제, 民이 主權을 

행사하는 政體를 의미한다고 굳게 믿는 오류이다.179) 많은 경우 이러한 오해에 기

하여 이 民의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또 반민주적인 행태가 자행된다. 

우리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 民이 서민이든, 인민이든, 민중이든, 

국민이든, 내세우는 이 民은 어떤 실체가 결코 아니다. 결코 고정된 어떤 의사의 

유지체가 아니다.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이상적인 관념체가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의 民이 主라는 의미는 (i) 우선 첫째로, 民이 아닌 다른 누구도 主일 

수 없고 主가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 일인의 독재도, 소수의 과두적 귀족

정체도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수의 횡포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ii)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民이 主라는 의미는 늘 民이 主가 되는 과정, 절차의 개방

성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늘 하나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단일한 의지와 의사를 

구사하는 어떤 불변의 실체가 존재하여 그것이 주인 노릇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

다. 이러한 관념적 구성체로서의 民은 설명의 편의를 위한 비유에 불과할 뿐이다. 

끊임없이 변전하는 시간 속에서 필요한 의사형성의 과정을 마친 순간에 그 民은 

그 문제에 있어서 主인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지만, 이미 그 순간 새로운 

의사형성의 과정이 진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속에서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모든 이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국 어느 한 

순간에도, 그래서 결국 모든 시점에, 어느 누구에게도 전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179) 지배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인민주권의 원리가 역사적으로 논리필연적인 관계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해서는 Schliesky,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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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일찍이 Sartori가 설파했듯이180) 어의적으로 

“國民이 主인 체제”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외견상 아주 역설적이게도 “아

무도 주인이 아닌 체제”, 즉 無主主義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의 분립도 하는 것이고, 개개인에게 기본권도 보장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권력 남용도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민주주의에 체현되어 있는 것이

다.181) 그것이 아무리 국민의 이름을 팔고, 민초의 기치를 높이 들고, 네티즌의 명

의로 활개를 쳐도, 또 서민이라는 규정불가능한 擬似실체를 내세워도, 모두 그 표

방하는 ‘민주주의’는 진실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주권과 권리와 이

익의 귀속체로 상정된 이 다양한 표현의 民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의명분’

을 주장한다는 자들의 자기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그 자리를 점하게 마련이기 때

문인데, 이는 바로 민주주의의 권력 집중에 대한 항체를 파괴하는 현상에 다름 아

니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J. Q. Adams)는 “민주주의의 

참된 본질은 우상 파괴이다”라고 설파했다고 한다.182) 파괴되어야 할 우상에는 

“민주”도 포함된다는 데에 민주주의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iii) 셋째

180) 사르토리 I, 제2장 (45ff.)
181) 이런 점에서 한때 의회주권론으로까지 발전했던 의회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再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거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을 기치로 국왕 권력과 

투쟁하던 당시의 의회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한도에서는 모든 것을 
의회에 맡겨도 의회 권력의 남용이란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는 의회가 단순히 방어적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의회의 권력 역시 견제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등을 통하여 이미 제도화되

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들의 경우, 특히 의원들 스스로의 이익이 관련

된 사안(가령 歲費의 인상, 보좌관의 증원 등등)에 대하여 恣意的인 결정이 가능한 

체제는 선출된 지위가 주는 정치적 정당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

주의에서는, 아니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청지기들의 청지기 노릇은 누가 할 것인가?”(Quis 
custodiet custodes?)를 늘 살펴야 한다. 의회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본령에 따른 견

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그것이 의회라 하더라도 아

무런 제동장치 없는 절대권력을 쥐는 순간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신문지상

에 심심찮게 보도되듯이,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스스로의 歲

費와 外遊 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개탄스러운 사태를 그 주체가 의회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182) 몰트만, 73f.에서 재인용. 그런데 흥미롭게도 원 제목이 Gott im Projekt der Modernen 

Welt인 이 책을 옮긴이가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靜態化시켰다는 것이다. 원

저에서 보이는 서양 근대인들의 Projekt, 즉 미래구상이라는 시간 흐름 속의 動態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차이가 번역자에게 감지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문화 풍토 속의 時點的 사고 성향을 증거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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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주주의에서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훌륭한 治者가 된다는 것은 훌륭한 被治者

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183)

 

(11) 유익

민주주의는 불장난이 아니라 굴렁쇠 놀이이다. 그것은 실망시킬 수는 있지만 배

반하지는 않는다(Sartori). 그리고 이 놀이는 기본적으로 신명나는 놀이이다. 이 놀

이는 호기심, 위험의 감수, 시행착오에 의한 진보를 이끌어 가는 유희 정신과 같은 

미덕을 요구한다.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할 것”(신약성

서 갈라디아서 6:5)이고, 관용, 대범함, 참을성, 유머 감각을 포괄하는 포용력이 공

적 미덕으로서 요구된다.184) Civic virtue라는 거창한 말에 중압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과거 로마인들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한다고 믿었던 상식적인 마음

가짐과 언행, 한 마디로 humanitas로 족하기 때문이다. 총기 있고,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신중하고, 유머 있고, 세련되고, 교양을 갖춘다면 물론 금상

첨회일 것이다.185) 이것이 너무 어렵다면 키케로가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誠意訴

權의 定式만 명심해도 될 것이다: inter bonos bene agier! (善良人 사이에 善良하

게 행해지기)186)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적용되

는 한, 그리고 적용되는 곳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187)

183) Cf.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VII.13.4, 1333a2-3: τόν τε γὰρ μέλλοντα καλῶς ἄρχε

ιν ἀρχϑῆναί ... δεῖν πρῶτον (nam qui recte imperium gesturus sit, eum ... prius 
imperio paruisse debere).

184) Cf. 포스트렐, 363f.
185) Cf. Haffter, 468-482.
186) Cicero, Topica 66; De officiis 3.15.61; 3.17.70; Epistulae ad familiares 7.12.2.
187) 자프란스키, 347. 앞서 인용했던 신약성서의 三樞德(信⋅望⋅愛) 역시 실체가 아니라 

철저히 행위과정 그 자체였듯이, dignitas나 auctoritas도 실체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부처님이나 老子의 가르침도 그 핵심이 언어에 의한 실체화와 그에 대한 집착과 誤

導를 경계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로마의 고전법학 

역시 勞力은 실체가 아니라(D.38.1.9.pr Ulpianus 34 ad Sabinum. Operae in rerum 
natura non sunt) 행위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뿐인 것임을 철학적으로 인식한 가운데 

법교의학을 발전시켰다. 
D.7.7.1 Paulus 2 ad edictum. 
Opera in actu consistit nec ante in rerum natura est, quam si dies venit, quo 
praestanda est, quemadmodum cum stipulamur “quod ex Arethusa natum erit”.
(勞務란 행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이행기일이 오기 전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여자 노예) 아레투사에게서 태어날 아이”를 문답계약으로 약속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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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Robert S. Summers는 그의 훌륭한 분석법학서 �법체계의 형식과 기능�(2006)에

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The history of progress in the governance of developed Western societies has 

been, in major part,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well-designed procedures and 

of related forms for the conduct of institutional activities. How such activities are 

conducted has importance beyond any effects by way of particular ultimate 

outcomes in terms of laws adopted or rejected. Yet, there is often a tendency for 

participants and observers to focus solely on ultimate outcomes and to undervalue 

how things are done.”188)

(발전된 서구 사회들의 지배체제에 있어서의 진보의 역사는 (지금까지) 대부분 잘 

디자인된 절차들의 발전의 역사이고, 제도적 행위들의 유도를 위한 관련된 형식들

의 발전의 역사이다. 그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유도되는가 하는 것은 채택되거나 

거부된 법의 측면에서 특정한 최종적인 결과들이 가져온 효과들을 넘어서는 중요

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아직 참여자들과 관찰자들이 오직 최종 결과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일들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종종 존재한다.) 

우리보다 훨씬 더 문화 속성상 時流的 사고에 친화적이고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감각이 탁월한 영미의 사람들도 결과지향적 편의적 사고의 매력을 완전히 떨쳐버

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 사회의 법의 진보의 역사는 제도의 작동이 잘 

디자인된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

히 상기시킨다. 동양의 거의 유일한 단일 政體였던 군주정 체제의 장기 지속은 이

러한 패턴의 역사 진화를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서양과의 조우를 통하여 불가피

하게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 법관념과 제도, 그리고 법기술의 

것과 같은 것이다.)
正義 역시 그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릇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사실은 정의 역시 그 실현의 의지와 행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는 사실이다. 옛날부터 늘 德(virtus)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었던 이유이고, 울피아누

스가 정의를 단도직입적으로 voluntas로 규정한 이유이다.
D.1.1.10.pr Ulpianus 1 regularum. 
Iustitia est constans et perpetua voluntas ius suum cuique tribuendi.
(正義란 각자에게 그의 權利를 귀속시키는 恒常的이고 持續的인 意志이다.) 

188) Summers,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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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 대한 변개 없이 한손에는 儒家의 이념 經書를, 다른 한손에는 法家의 검

을 쥔 치세 전략으로 일관하였다(“外儒內法”).189) 과거제도를 통해 보급되고 보충

된 지식관료 집단의 엘리트로서의 시각은 항상 그들이 일차적으로 봉사하는 군주

의 입장에서 民을 살피도록 동기화하였다. 거의 불변적인 농업기반의 사회에서 엄

격히 통제되고 유지된 위계질서로 말미암아 下意上達의 기제는 발전할 수 없었고, 

그 결과 法家的 硬性의 확고한 규칙은 어디까지나 주로 上意下達의 제재수단인 

刑으로만 작용하였고, 더욱이 규칙윤리, 순수한 절차적 정의, 규범적으로 예정된 

방식과 같은 제한적 이념을 거부한 孔子190)의 영향으로 그나마 공존한 법가적 요

소는 서양적 의미의 rule of law를 가져올 수 없었다. 이에 갈음하여 주창되고 실천

된 儒家的 禮治는 그 친밀 모델의 성격상 외부자의 분석과 도전은 물론이고 내부

로부터의 비판과 도전도 지난하게 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도전을 애초부

터 차단시켰다.191) 

민주주의의 발달과 발전에 필수적인 公論場의 형성에 있어서 일찍이 광장−

agora, forum, 중세 이후에도 중앙교회와 시청 앞의 광장−이라는 구조적 공간을 

생활세계의 중심점으로 가졌던 서양의 경우와 달리, 군주의 궁전이 중앙부를 차지

했던 동양의 公論은 철두철미 朝廷의 공론이었고,192) 일반시민에게 허용된 소통의 

장으로서의 광장은 끝내 존재하지 않았다.193) 이것은 어쩌면 본원적으로 닫힌 미

시사회인 家의 질서원리를 열린 거시사회인 시민사회와 국가에 그대로 투영했던 

데에서 초래되었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政體, 특히 

민주정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민회재판과 배심재판의 전통 역시 시민의 참여 

189) 박현모, 97ff.
190) 전통적인 관념적 해석에 반기를 들어서 고대 전기 유가의 사회경제적 토대(특히 人

과 民 사이의 계급적 모순)와 사상체계, 역사적 지위를 탐구하여 논어가 고대 노예주 

귀족의 수요에 부응하여 나온 것이며, 그 결과 孔丘의 仁 사상은 추상적⋅보편적 

사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趙紀彬(1999)은, 그 설득력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의 현실적 生活세계에 대한 경험과학적 접근이 보다 동태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는 점만큼은 분명히 보여준다.  
191) Jiang, 21-47.
192) Cf. 김영재(2010); 薛錫圭(2002). 그러나 이 공론장은 司法의 운용에 있어서 君臣의 

協治를 가능하게 하고, 일부 인사의 恣意 내지 전횡을 배제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

하였다.
193) 이런 의미에서 기껏해야 민본사상을 민주성으로 포장하여 마치 중국의 고대 법률문화 

속에 민주성의 因素가 상당했었던 것처럼 서술하는 중국학자들의 태도는 과도한 自國

中心主義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다. Cf. 張晉藩, 303-314 (“第十八講 中國古代法律文

化中的民主性因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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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민주주의의 先경험으로 역사의 유산일 수 있었던 유럽과 달리, 동양의 司

法 역시 철두철미 관료제하의 시민 참여 없는 재판제도로 일관하였다. 우리의 이

러한 역사적 경험은 이 땅의 집단 정서에 절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양

성하지 못하였다. 被治者로서의 경험만이 축적된 동양의 시민사회에 우여곡절 끝

에 서양식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진정 초유의 역사적인 쾌

거인 것이다. 그러나 역사(history)에서 스토리(story)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주사회가 정착하면서 참여와 권리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 것 또한 

수긍이 가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민주적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절차 규칙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민주주의는 어느 한 시점에 멈춰 서있는 것이 

아니다. 늘 새롭게 다시 실천되고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불만스러

운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만능약이 절대로 아니다. 더욱이 세상은 이미 넓어

질 대로 넓어졌고, 갈수록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속에서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아가려면 스스로를 폐쇄된 울타리 속에 가두고 독야청청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명심할 것은 先人이 갈파했듯이 만물은 流轉한다(πάντα ῥει̃)는 사실이다.194) 만유

의 자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195) 時點的 사고로 볼 때면 당연한 것처

럼 보이는 것일수록 時流的 사고를 통하여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란 누구나 원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거나 만인이 볼 수 있는 결

과를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사람이다.196)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법률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194) 이러한 생성론을 편 헤라클레이토스와 반대로 존재론을 주장한 엘레아학파, 특히 파

르메니데스에 관해서는 요한네스 힐쉬베르거, 64ff.
195) Cf. 힐쉬베르거, 73: [파르메니데스 관련하여] “모두가 보편적인 것이며, 개별적인 것

은 무(無)라 하고, 모든 개별적인 것, 다수(多數), 변회 및 생성을 부정하고, 세계를 

영원히 동일한 한 가지 모양의 것으로 고정화시켜버린 ｢자연학자｣(φυσικοί)를, 아리

스토텔레스는 ｢자연을 부정하는 자｣(ἀφυσικοί)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옳다.” 
196) 이런 의미에서 근자에 온라인상으로 표명한 몇몇 경제적 결과의 예측이 맞았다고 해서 
갑자기 부상했던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은 우리나라의 풍토가, 심지어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전문가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

인시켜 주었다고 할 것이다. 하다못해 옛날 그리스 犬儒學派의 哲人 디오게네스처럼 

적어도 논리적인 흐름의 시늉이라도 내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은 신들에게 속한다. 현자들에게 신들은 친구이다. 친구들의 것은 공유이다. 고로 

모든 것이 현자들의 소유이다.”(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6.2.72) 전양범, 377은 특히 

세 변째 문장(κοινὰ δὲ τὰ τῶν φίλων)을 “그런데 벗은 모두(에게 공통)인 것이다.”
라고 옮겨 정확하지 않다.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 / 崔秉祚   85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필수조건인 이유이다. 패당주의적인 자기 생각에 사

로잡혀 난동을 부리는 의원이나 언필칭 장외투쟁에 목을 매는 의원들이나, 사사로

운 감정의 분출과 은폐된 자기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투쟁도 불사하는 소위 “떼

법”의 달인들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지만, 일이 생긴 뒤에나 뒷북치면서 삿대질

해대는 사법관료형 법률가도 미래를 담당하는 입법의원으로서는 한참 자격미달이

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due process of law라는 몹시 익숙하여 그냥 지나치기 일

쑤인 이 정식의 막중한 함의를 재삼재사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 안에 

일부 적법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곧 “절차”이고, 그것도 “적법한” 절

차인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집착하여 절차를 희생시키는 자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그래서 공공의 적이다.197) 절차는 특히 법률가들에게는 定言命令이다. 사

르토리의 결론부의 말로써 이 글 역시 맺기로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장 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물어 보자. 

여전히 시행착오에 의해? 어떤 면에서 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건조물이 더욱 거대

해지고 복잡해지면 질수록−우리가 거주하는 문명의 건축물−우리는 시도가 착오

를 대체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지금 착오는 엄청날 수 있고, 착오는 커다란 대가

를 요구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관심을 

착오의 극소화에 맞춘다면,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에 대해 어떤 수단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수단과 목

적의 조화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최근에 적용 가능성의 탐

구나 수단의 계산 양자 모두가 민주주의 이론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다. 

나는 양자 모두가 유행하길 희망한다.”198)

투고일 2011. 11. 6     심사완료일 2011. 12. 4     게재확정일 2011. 12. 10  

197) 여기서 본고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우리 문화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과학적 사고와 

통하는) 넓은 의미의 과정적 사고를 옹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

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특정한 legal process school의 입장을 선호

하거나 동조한다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950년대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시작한 

부분적으로는 형식주의적 성격도 약하지 않은 후자에 관해서는 The Oxfor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egal History, vol. 4, s.v. Legal Process, 65-70 (Robert Weisberg). 또 

유교적 전통의 풍토에서 그 정신적 유산을 현대 민주주의에 맞게 선용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Cf. 임홍빈 외(2005); 李相益(2004); 김형효 외(2000).
198) 사르토리 II, 67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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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 Features and Limits of Eastern Legal Thinking: 

A Cultural-Morphological Study

− For the Sake of Sustainable Democracy in Korea −

Choe, Byoung Jo*

199)

I. The article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tries to elucidate the different 

modes of thought which affect people’s thinking. The main question is: How can we 

explain different attitudes and actions and reactions of citizens of different countries 

to law? It is supposed that people think according to their habits of thinking which 

are rooted in their proper modes of thought. Here, I propose a set of ideal types of 

viewing things and affairs as a test in relation to viewing time. (1) One is the 

flowing-time perspective. This means a mode of thought according to which man 

perceives the time is a constant and ever existing inherent aspect of things. Those 

with this orientation see everything be changing in the flow of time, and consider 

the input side of an event at least as important as the output side. Their way of 

thinking is not so much teleological as procedural, not so much idealistic as realistic. 

(2) The other is the snapshot perspective which concentrates itself upon an envisaged 

or desired outcome of an event. It focuses, thus, on a certain point of time at which 

this outcome is ascertained. Those with the flowing-time perspective deem the event 

itself as a process fluctuating according to the activities of the participants of that 

process, being able to lead to an open end for the future. Those with the snapshot 

perspective, however, tend to evaluate only or excessively the output side of the 

things at a given moment, often neglecting the input side. They are inclined to 

idealism, with which they measure and become very critical on the reality which 

shows inevitably deficiencies. But the realists, armed with an rational empirical 

sense, do have an insight into the procedural character of life and try to bridg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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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 They are not shrinking from this difficult task of 

reconciliation.

This difference between both types of thinking apparently goes back to the 

environmental influences upon the human beings and their culture. This refers to the 

fact that sea-faring people such as English can think dynamically, otherwise than 

people of agriculture. The former tend to a flowing-time perspective, the latter to a 

snapshot perspective, which is in itself static.

To prove the plausibility and availability of the dichotomy of flowing-time and 

snapshot perspectives, I survey some basic legal concepts such as ‘government’, 

‘state’, ‘rule of law’, ‘due process of law’, ‘judicial and legislaive processes’, and a 

few of other basic words and phrases such as ‘happy’, ‘law / right’, ‘equal’, ‘rule’, 

‘in dubio pro reo’, and ‘vox populi.’ The differences in nuance and connotation 

which every language offers correspond, in principle, to the basic differences of the 

modes of thought I describe.

 

II. The second part of the article is dedicated to democracy, for democracy as a 

fundamental legal institute seems today not to be supported by an optimal civic 

attitude of citizens toward it. It is, therefore, stressed that democracy is but a 

process, chaneling people by a pre-programed rule to a common political goal. It is, 

as is often mistakenly accepted, not a substance or state, solid and stable. The 

empirical process character of democracy must be accentuated in order that it may 

not be overburdened with too idealistic visions which may hinder the functioning of 

democracy. This point may be explained in a metaphorical way: Democracy is like a 

wheel-rolling game which presupposes free people, a pre-fixed rule system, 

especially that of procedure, and a representation for which a controlling hand 

stands. It proceeds, furthermore, with inevitable oscillations between right and left, 

albeit with a midway (equality) always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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