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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점 들어가기

미국은 근대산업자본주의의 발생초기부터 다양한 전통과 경험，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민

족틀이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며 또한 자본주의를 6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세계에 보급해

왔다 1)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와 전통은 일시적이며 분열적， 지방적 분쟁과 더불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공통의 지반， 문화적， 정치적 전통의 통일이 있어 왔으며， 그 위에 그들 나

름의 아메리카 문명을 형성해 온 것이다. 그 문화는 강력하게 국민주왜적， 개인주의적이며

그리고 자본주의적이었다. 그래서 이민초기부터 순수한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은， 청교도주의가 내포하고 있먼 상업자본주의적 요소들로 인하여 물질주의와 세속주

의로 물들었고 비풀어진 미국의 우월주의， 전민주의， 선교사상으로까지 퇴락하기도 하였다.

그 위에 17세기 중엽 이후의 엄청난 인구유입과 노예도입으로 이 공통체적 이상마저도 위

기에 처하게 되었다. 통상 미국의 톡랩을 자유주의적 요소， 사회경채적 요소， 영국의 압제

동의 요인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적어도 앞의 두 쟁우에는 독립이후에도 다양하게 펼쳐지

는 미국사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선대륙의 건설당시에 이미 청교도

적 정신 속에서도 상호공존/모순적 관계로 홍재하고 있었던 미국사외 물질적 요소와 정신

적 요소의 대립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미국사회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법체계

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갈둥과 문제점들을 처리함에 필요한 이상

과 수단을 포괄하고 있다는 명제는 미국사회의 설명에 타당해진다 2) 이 글은 미국의 ‘법과

사회’ 운동(Law and Society Movement)을 개관하고 분석한다는 과제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 법과 사회운동의 경우에는 그를 전후한 얼련의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정확한 그립을 그릴 수 없다는 특정을 가진다. 그것은 이 운동의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의 혼란한 미국사회라는 점， 그리고 그 이론적 · 분석적 준거를 여루었던 것이 그

이전 시기에 왕성하게 제기되었던 볍현실주의이며， 또한 그것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비판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R. Hofstadter, 이춘란 역 r미국의 정치적 전통(하) J , 탐구당， 1976, 39면.

2) E. M. Schur, Lall' andSoL'iety, (New York: Random House, 1968) ,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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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었다는 점에서 전후의 시대사적 맥락이나 법사상사적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이러한 운동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

시대적 배경과 그 전제로서의 일련의 지적 경향들을 시간적 흐름을 따라 살펴 볼 것이다.

저12장 i법파 사회’ 운동의 뻐경

저11 절 법사상사적 기원 신성법과 도구법 관넘

근본법사상(fundament허 law) 으로 대변되는 법의 신성성에 대한 신념과 사회규제의 수

단으로서의 법의 도구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인 대립과 조화， 절충의 관계를 가져왔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 미국헌법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듯

이 전면적인 법개혁이나 法典化의 방법보다는 오히려 가존의 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볍

듭을 정리， 정서하고 재진술 (restate) 하는 정도애 그치고 있다. 인간이 법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발견하고 그에 복종한다는 의식이 강하였다.

우리는 법이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필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믿으며， 동시에 법이

인간이 선택한 목적에 부합되기를， 즉 법이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구역할을 하기를 원

한다 우리는 법이 불변의 것이며 동시에 수정가능하고 신성하며 동시에 세속적이고 영원하며

동시에 임시적이고 초월적이며 동시에 현실적이기를 원한다 3)

하지만， 이러한 경향의 판단은 법 특히 헌법과 같은 기본법에 부착되어 있는 법상정에서

만 타당하다. 미국의 헌법은 헌법제정자들의 창조물이 아니라， 미국인의 역사속에서 면면

이 형성되어 온 오래된 전통의 구체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명제는， 관습법이란 신의 뜻에

따른 이성과 자연의 구현체라고 하는 블랙스톤류의 견해가 일반화되었다는 의미로 받아

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뢰가 일반적인 법령이나 볍실천에까지는 미

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도구성에 관한 논의가 험을 가질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 즉

헌법에서 발현하고 있는 제가치들 - 통상 그 내용은 추상적， 일반적이다 - 의 구체화규

범이라 할 법령이나 법실천들이 일단 그 가치의 내포 속에 포괄되기만 하면， 환언하자면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만 하면 그대로 헌법의 위염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위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 보고자 하는 ‘법과 사회’ 운동의 지적 흐름은， 이러한 미국인률의 법감정

및 정부구조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어떠한 법의 정당성 근거로서의 근본법사상과， 사회규

3) D. J. Boorstin, 이보형 외 역 r미국사의 숨은 이야기 J ， 범양사출판부， 1991,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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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사회변동의 장치로서의 법의 도구성， 그리고 헌법으로부터 신뢰의 대상을 이전받게 된

헌법적 상정의 구현체로서의 연방대법원 - 이러한 대립항들 사이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이론들이 형성되어 왔고， 또 그 우선순위는 그때 그혜의 샤

대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해 했었고， 이에 ‘법과 사회’운동은 여러한 시대상항에서 법의 도구

성에 우선을 두면서 그 논리적 타당성의 기반을 과학적 합리성애서 핫었다는 것이다.

저12절 자유방입주의의 수정과 실용주의쩍 법학

1. 산업혁명의 완성과 혁신운동: 계약자유외 원척의 수정

법의 신성성에 대한 선념온 적어도 6반란(Revolt) ’ 의 사가로 불리었던 19셰기 말까지는

별다른 충돌 없이 며국의 법사를 지초지울 수 있었다. 그 신념의 실체를 이루는 사유재산

권， 개인주의， 권력에 의한 권력의 통제 등과 같은 가치들은 그 자체가 근대법 특히 며국헌

법이나 보통법의 원칙에서 충실히 구현되어 있었고 또 그려한 법원칙의 실천만으로도 뻐

세기 중엽 이후부터 본격화된 산엽화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자유의 시

대 (Liberty of Contract Era)라고 불리는 이 시가는， 연방주의자(the Federalists)들의 정권

이 Jackson 대통령으로 비룻하는 공화주의자(the Republicans) 의 정권으로 교체되뺀서부터

작은 정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정치적 e 경제적 기회의 균등화 둥 소위 잭슨주의쩍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서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문자 그대로 방임된 자본주의외 양적， 질

적 팽창의 시기였다. 여기에 Taney 법원의 Fletεher v. Peck (l81O)이나 Trustees of

Dartmouth College v. Woodward(1819) 동은 계약자유，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미국적 이

념’ 의 실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 셈이 되었다. 특히 Chales River Bridge v. Warren

Bridge(l 837)사건은 법인 설립에 었어서의 주나 연방정부의 통제권까지 제거함으효써 자유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산업자본주의의 건설을 위한 확고한 지반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전쟁과 그 이후 1877변까지 계속된 군정가 - 죽 전후재건기 - 의 결과로

미국사회가 이른 바 독점자본주의의 단계로 접어들재 되자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

하였다. 금융， 철도，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매점， 매석， 독점， 기업합병 등 미국적 이념의 기

반을 이루었던 자유경쟁의 원리 그 자체가 섬각한 도전의 대상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계산업의 발달과 노예해방과 남부농업주의 편입으로 급증하제 된 엄청난 수의 노동력의

도시유입은 인간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는 도시빈민을 야기하떤서 1890년대의 공황과 더불

어 미국사회에 커다란 불안요인을 야기하게 되었다. 실제 19세기 후반부의 산업질서에 대

한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사회진화론이었다. 그러나 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적자생존

을 이루어내며 이 적자들의 집합으로 사회는 보다 풍요하고 번창해질 것이라는 표면적 합

리화는 이제 그에 따라 진정한 ‘적자’가 된 대기업으로 하여금 약육강식의 주체로서 행빼

하게 만옮으로써 독과점， 물가불안， 노동자 @ 도시빈민문제， 파업， 농업의 파탄 둥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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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가 경험하지도 못하였던 새로운 유형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비로소 국가는

100여년을 지속하여 왔던 계약자유의 원칙 -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나름의 개

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수단으로서의 법의 도구성에 관한 논의가 논리필연적으로

제기된다. 1901년부터 1917년까지의 기간은 이러한 시대에 대한 반발로서 혁신주의의 시대

(Era of Progressive), 즉 미국이 어떠한 혁명적(사회주의적) 급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었던 주요한 터전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19세기말부터 산업화의 과정에서 분출하는 각종의

사회문제들을 개혁의 방법으로 관리， 해결함으로써 미 국의 기본적 가치와 체제에 대한 수

정 뿐 아니라， 어떠한 내면적， 사상적 공격으로부터 기존의 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

를 수 있었던 것이다.

T. Roosevelt 대통령이 주도한 이 운동은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제반의 사회

적 문제들 - 주로 물질만능주의와 독점의 폐해， 도시화， 노동문제 등 - 을 연방정부의 기

획하에 처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인의 도덕성 회복이라는 기치를 앞세우

고， 점점 거대화되어 가고 있는 대기업과 독점자본에 대한 더 이상의 방치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셔먼 반트러스트법

을 기반으로 위대한 “트러스트 파괴자 Trust Buster"로서 이 혁신운동의 주인공으로 부상

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감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광산접수라는 극단조치를 취하는

가 하면， 식품위생이나 주간통상의 영역에까지 국가의 감독， 규제권을 확장하는 입법조치

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혁신운동은 패기업통제를 선언한 Wilson 대통령

의 국민투표， 국빈발의핀， 상원의원 및 대통령선거에의 직접선거제 도입(수정현볍 17조) 등

의회주의의 개혁， 산업재해보상 및 노동시간제한조치 (Adamson Act 1907). 누진 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개혁 둥 일련의 혁명적이라 할 개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가장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국가개입의

행태를 제도화하였다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의 주제와 직접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미 국

가로부터 초월하거나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일정한 볍목표에 의하여 국가가 규율되고 또

구속된다는 전통적인 사고로부터， 국가가 일정한 사회적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도구적 기제들을 입법이라는 법창조 행위에 의하여 형성함으로써 법을

통한 사회통제， 사회발전이라는 법도구적 관념을 노골화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도구적’ 실용주의법학 - 법현실주의의 발단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는 당시 급격히 발전하였던 기술문명 - 자동차， 기계， 동력

등 - 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사회공학의 주체’로서의 국가권력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경

제성과 타당성을 겸비한 도구의 획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준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특

히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여타의 국가기관에 비하여 굳건한 이론적 무장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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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그 무엇보다도 나름의 정당성과 합리

성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법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 혁신적이었던 Wilson

대통령이 그의 오른팔 격이었던 Brandeis를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에서였다. Brandeis의 도구적 법사상은 Muller v. Oregon(1908) 에서 잘 나타난다.10시간노

동제입법에 대한 합헌의 변론서를 내면서， 두 페이지의 법리분석과 여성의 노동시간에 관

한 공장장， 의사， 노조， 경제학자， 사회사업가 등등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100여 페이

지의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 그는 선례가 되는 Lochner v. New York(l905)

사건에서의 Peckman 대법관의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

다”는 명제에서 ‘필요한 경우’ 라는 표현을 법적인 것에서부터 사실적인 것으로 전환하변

서， 이때의 필요성의 판단은 사회입법(social legi허ation)의 합리성(reasonableness)의 판단에

종속될 것을 주장하였다4)

일반원칙으로부터의 추론에 의한 합법성의 판단이 아니라， 개체와 사건의 특수성으로부

터 일정한 ‘사회적’ 목적과의 인과적 。 과학적 연관을 추구하는 전도된 사회공학의 법판딴

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1916년 Brandeis는 Wilson에 의하여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으

로 임명되었다. 이제 Brandeis 식의 법추론방법은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선례가 되가 시작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Bunting v. Oregon(l917) 사건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주의 규

제조치가 노동자의 건강의 보호에 합리적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것이다.5)

하지만 실용주의적 볍학의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Holmes를 빼뜨릴 수는 없다. Holmes

대법관은 εardozo와는 달려， 보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그것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집단의 선호와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머국의 법전통을 이끌

어왔던 법의 신성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볍채도를 법의 근원을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전략적 행태로부터 추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법이란

악인 (bad man)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서 공식화되어 있는 법원이 그 다툼에 대하여 어떠

한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예견 또는 그 예견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만 존재의

의가 있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그의 법판단은 일종의 사회진확론적인 적자생존의 논리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운용은 適者의 논리， 즉 사회내의 권력관계에 의하여 합리적

결정자들의 게임의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은

4) ‘경제학과 사회학을 공부하지 않은 법조인은 공공의 적이 되기가 섭상이다s라는 것이 그의 신조이다.

5)) 예컨대， Jay Bums Baking Co. v. Bryan(19Z7) 에서는 식빵의 무게를 제한한 네브래스카 주의 입법

에 대한 합헌 여부의 심사에서 연방대법원은 쌍방의 변호인들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과학적

보고서들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자 스스로 “사실 R조사를 하는 선례를 남겼다. 제2차세계대전

후 최대의 사법판단이었던 Brown 사건에서도 이 방법이 그대로 차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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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체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형성되어가는 것이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경

험， 즉 시대적 요구， 지배적인 도덕적 · 정치적 이론들， 공공정책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직관， 심지어 법관이 가지는 편견 등에 관한 지식과 그것이 합리성으로 무장되어서 나타나

는 사회적 요구들 - 그 시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인 것이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는 경험

과 과학적 원리가 법해석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역으로 법이란 공리와 계

corollaries의 집합이 아니라 유구한 국가의 발전사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그 당시 팽배하였턴 과학주의의 담론들이

다. Holmes는 이상적인 볍체계라면， 그 전제나 정당성의 근거를 과학에서 찾아야 할 것이

라고 하변서， 법은 사회생활에 대한 일종의 설험실로서 시행착오의 누적에 의하여 ‘좋은’

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과학으로서 그 당시 상당한 학문적 진

전을 이루어내었던 행태주의 심리학， 생물학， 물리학 등과 장은 것들을 중시한다.

요컨대， 미국에서의 법과 사회의 운동은 이렇게 혁신운동기의 사회공학으로부터 출발한

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법의 도구성이라는 기치 하에 시대말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제

반의 사회문제들을 과학성과 객관성， 합리성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규제하고자 하였던 이러

한 움직임들은 국가가 사회 • 경제영역에 갚숙이 개입하는 과정과 그대로 중첩된다. 환언하

자면， 국가의 공공정책이 법의 신성성의 외펴를 벌어 그 정당성의 계기를 획득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의 법이라는 관념이 그와 더불어 법원의 법판단에도 침윤하여 정의와 윤리의

다툼의 장이 아니라 적나라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경연장으로서의 법원을 설정하고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볍명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틀이 형

성된 것이다.

저13절 법현실주의의 한계와 ‘법과 사회’운동

미국에서 국가의 경제개업이 가장 극단적으로 이루어졌던 New Deal 기는 단순히 행정

국가 현상의 고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입법과 행정의 주도애 의한 경제조정 및

규제라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정치적 고려가 사법판단에까지

투입되고 그것이 종래의 형식주의 법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법학 전반

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시거는 적어도 법학의 입정에서 본다면 국가기능의

확대발전을 위한 법적 수단의 동원기로 규정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 여기서는 법이 가지고

있는 정태적인 이엽성， 가치지향성이라는 도식적 규정틀을 가치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가

차없이 도전하변서 일정한 사회통제 및 사회변동의 수단으로서의 법으로의 재규정작업이

이루어진다"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6)라고 하는 Holmes 대법관의 명제는，

6) Holmes, Jr., 7he Common La\\', 36th printing(Boston: Little, Brown & Co., 1944) ,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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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이고 완결적인 법가치보다는 오히려 법관의 개인적인 직관， 편견 또는 그 법관이 입

각하고 있는 도덕이론이나 정치이론들에 보다 우월한 순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현실주의는 방볍론상으로 두드러진 특쟁을 가진다. 그

것은 기존의 형식주의 법학의 명제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원려와 원칙이라는 보면적 명제

로부터 구체적인 법사실에 대한 판단을 이팔어내고차 하는 연역적이고 논리적인 법학방법

론을 해체하고， 법판단에 관련되어 있는 제반의 가치나 이념들이 서로 불가양립적으로 대

립하거나 모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선택적인 젓에 불과하다는 사실악 자적

에 중점을 두었다 7)

뿐만 아니라 법현실주의는 이렇게 해체되는 법판단의 중점에 과학주의를 깝입하고자 노

력하였다. 그들은 법판단이 정책판란아 라고 한다면， 목적으로서 의 정책과 그 수단으로서 의

볍판단과의 합려적 연계가 밴드사 훨요하고 그를 충족시쩍 주는 것이 그 당시 벼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각종의 사회과학적 발견들엄을 강조하면서， 이들어 볍적 당위익 내용을

충족하는 실체판단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0] 점에서 그들은 법판단을 형:도하

는 일정한 정책가치를 미리 전채하고 그 복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판단은 책

관적이고 검증가능한 사실분석 및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

서 과학주의의 선언이 이루어진다.

이에 볍현실주의는 첫째， 법을 사회통채를 위한 도구로서 파악하면서 가치와 사실와 이

원론을 기반으로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함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안

방법에 의하여 발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법에 의한 사회변동을 지향한다는 점에

서 진보적 입장에 입각하고 있었다. 둘째， 볍전상의 법(law on the book)과 현실획 법(law

in action)을 구별하면서 정치나 이데올로기로부터 분리된， 합리적인 볍과정을 구축할 것을

지향하면서 몰가치적 내지는 가치중웹적인 볍학방법론을 모색확였다. 요컨대 그들은 정차

나 가치에 의하여 침윤되지 않은， 합리적인 법체체를 구성환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과학

적이고 실증주의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책목표액 때응하는 법수단을 강구하는

실천적 법학을 지향하였먼 것이다，

그러나 법현실주의는 벼로 이 점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형식주

의 법학이 가지고 있었던 법물산주의를 비판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

나， 동시에 과학주의가 가지는 이해올로기성， 특히 수단에 대한 실증주의적 고찰이 오히려

은연중에 기존의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과학물신주의로 채색되어 있음을 간파하

지 못하였던 것이다.

7) 그래서 다양한 판결들에서 서로 모순적인 가치나 볍추론들을 도출해내어 형식주의법학이 가지는 행

태상의 문제 점들을 발견하고 그 주장의 부정합성을 증명해 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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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Holmes의 명제는 미국의

실용주의적 전통을 대변하고 나아가 미국에서의 6법과 사회’운동의 가장 유력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산업자본주의의 본격화단계에서 볍 자체를 물화시키고

그를 통하여 ‘권력’이 법과 선성성으로 승화되는 가장 효율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법으

로써 사회를 통제한다는 일종의 사회공학적 법관념은 사회공학의 도구로서의 법의 이변에

숨어 있는 무수한 사회적 조건들 특히 이해타산들을 과학주의 내지는 실증주의라는 명목

하에 익명화시킨다는 점에서， 고도의 이데올로기성을 띤 명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의 주장이 엄정한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 사실의 발견 및 합리적 볍수단의 작동을

통한 사회개량이라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보다

나은 사회 또는 보다 나은 법논리의 구축에 었었던 만큼， 일정환 가치판단은 그들의 전제

와는 달리 법현실주의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내채하고 있었던 것이다.

쩌13장 ‘법파 사회’ 운동의 전개

저11 절 태동: 배경과 방향성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한계애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순수한 법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되돌아가자는 움직임이 복원된다. 1964년 법과 사회학의 영역에서 정치적인 색채

를 띠지 않고 보다 엄밀하고 공식적인 학제간 연구와 교육을 지향하면서 사회과학과 법학

을 함께 아우르기 위한 ‘법과 사회학회’ (Law and Society Association) 가 형성되고， 1966년

에는 학회지가 공식적으로 발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즈음하여 Berkeley 대학에서는

‘법과 사회연구센터’ (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Society) 가， 그리고 Wisconsin 대학

에서는 ‘사회학과 법’이라는 이름의 강좌가 설치되면서 법학연구지에 이와 관련한 지변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Denver 대학에서는 1964년 복합적인 박사학위과정(Joint Ph.D-1.D

Program) 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미 S. Macaulay, 1. Ladinsky,

L. Friedman, R. Radin 등과 같은 쟁쟁한 학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8)

이들은 후술하는 바와 갇은， 나름의 특수성을 갖추고는 있었으나， 기본적인 골격에서는

법현실주의에서 취하고 있었던， 법의 사회통제를 위한 도구로서의 개념규정， 가치와 사실

의 이원론적 구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 법전상의 법과 현실의 법의 구분과 그 간

격의 극복방안 모색， 그리고 그 내변에 있어서의 진보적 성향 등의 방향성은 여전히 천수

하고 있었다. 오히려 법과 사회운동은 법현실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이 탄생한 것이라기 보

8) White, 끼I. dr., pp. 8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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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그것의 근본을 발전적으로 전승한 법현실주의의 수정판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

한 평가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미 한계가 노정되어 1940년대에 그 존채

영역이 크게 축소되어 버린 법현실주의적 방법론이 다시 복원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하여 L. Friedman 은 법과 사회운동의 발생요인으로 1960년대의 시대적 상황

과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을 든다 9) 그러나 Friedman 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 ‘법과 사회’ 운동이 현실적인 존재의의를 확보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두 번째의 것보

다는 오히려 첫 번째의 시대사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그

당시의 시대상황이 ‘법과 사회’ 운동과 같은 학제간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법을 보다 과학

화 · 객관화하고 이를 매개로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지제를 구축할 필요를

산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맥락으

로부터， 그리고 어떠한 정향을 향하여 발생하였던 것인가?

전후 특히 1945년부터 7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미국사회는 예상치 못한 호황의 시

대였다. 1945년 이후 25년 동안 미국은 연평균 3.5%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GNP가

1946년의 2천억달러에서 1970년에는 1조달러로 증가하였다 10) 그러면서 1890년대와 1920년

대에 이은 제3차의 기업집중현상이 복합기업 (conglomerate mergers) 을 중심으로 격렬하께

진행되었다. 제 1차의 수직적， 제2차의 수평적 기업합병과는 달려 이 사기의 합병은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부분들을 하나의 기업연합 내에 묶어두는 명실상부한 독점

자본의 구축이라는 특정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분에서도 생산성의 증대와 더불어

농업이 대자본의 예하에 편입되는 현상까지도 수반하였다.

이러한 풍요는 중산층의 증가， 소비 , 여가문화의 형성 동 삶의 질의 향상에 커다란 기여

를 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산충이 교외생활을 선호하였텀 것과 농지로부터

쫓져난 농부와 블루칼라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이 중캡되면서 도시공간이 이분화되는

단절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그 한 여파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미국사회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각종의 사회문제들은 전통적으로 집적되어왔던 제반의 사회문제들에 이러한 경

제적， 사회 , 문화적 갈동요인들이 복합되면서 발생한다. 1950년대까지의 활훨의 시기를 맞

이하면서 미국경제는 중산층의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였을지 모르나 그것이 블루칼라 노동

자들의 복지의 향상이라든지 삶의 질의 향상에까지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하층민들의 도시인구 유입 현상은 오허려 경제성장 기조애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하향

평준화하는 기능 또한 담당하였다. 여기에 중산층의 소비문화， 여가문화는 그 당시의 진보

주의적 경향과 결합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좌파운동이라든가， 전통적인

9) L. Friedman, 1986.
10) 이주영 둥 r미국현대사J ， 비봉출판사， 1996, 172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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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체제를 부인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반문화혁명과 같은 ‘퇴폐적’ 활동 

히피문화， 마약， 성문란 동 - 을 포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침 본격화된 베트남 전

쟁은 미국의 경제확장과 더불어 진행되던 패권주의적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면서

격렬한 반전운동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진행된 제반의 사회문제들 - 풍요 속의 빈곤， 시민권운동 및 여성운동， 반전운

동， 마약， 히피 둥의 퇴폐문화， 사회계층간의 극단적 이질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거의 모

든 유형의 범죄의 증가 등은 닉슨의 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1960년대말까지 계속하여

미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로 남아 있었다. 한 마다로 법과 질서의 문제가 목

전의 위기로 다기왔던 것이다.

‘법과 사회’ 운동은 이러한 시대사적 배경하에서 형성되고 또 발전한다. 이 시기의 사회

문제들은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회의주의 내지는 법획 존재나 가치를 부인하는 무정부

주의적 태도， 법을 도구화 · 수단화하변서 자신들의 주의 。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입장， 그리고 법을 통한 사회질서유지라는 재량주의적 입장 등 존재가능한 모든

법관념들이 혼재하는 형태로 발생하고 또 전개되었다g 특히 마지막 두개의 관념들은 이전

의 법현실주의적 사고들을 자신의 전략으로 동원하면서， 법의 그 신성성으로 인하여 오히

려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채 지식을 전유하고 있던 일부계층의 볍독점현상으로부터 법을

이탈시켜， 대표소송， 집단소송 등의 형태로 그것을 권력의 논려로 활용하지 시작하였다. 즉

일반인들￡ 그러한 권력을 형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접근가능한，

6개방적’ 볍체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문자 그대로의 사회통제의 (값싼) 수단으로서의 법의 도구성은， 반대로 기존의 형식주의

적 법학에 대한 유효한 비판점을 제공함으로써 그 법학을 통하여 정당화되고 또 존속되었

던 기존외 사회 · 경제적 세력관계에 대한 도전과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소비자운

동이나 노조 등과 같이 시민단체에 의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볍운동의 가능성을 열

어 주었다는 것이다. 법판단의 준거가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성의 판단으로

전이됨으로써 법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단의 발견을 용이

하게 하고 따라서 사회 , 경제적 약자라 할 지라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과학

적 。 합리적 전문지식만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법원이라는 ‘정치투쟁’ 의 장을 통하여

권력의 길로 나설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여기서 ‘법과 사회’ 운동이 종래의 법현실주의적 방볍론으로부터 그 패러다임의 기초를

획득해 내었던 맥락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우선 법에 대한 기본적 신뢰는 부인하지 않았

다. 즉 이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문제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한 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볍 그 자체의 본질적인 한계 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을 법 자체로서 기능하게 하지 못하는 볍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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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법 、

의 역기능 내지는 비기능성은 법과 사실， 법과 법현실간의 캡으로 인한 것이지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법체계 또는 법질서 자체의 문제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법과

사회’ 운동의 한계를 이루며 추후 비판볍학의 준열한 도전을 받게 되지는 하지만， 그 당시

만 해도 그들은 법의 신성성에 대하여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진보주의적 전통을 견지한 채 이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법적 권위의 확립을 지향하였다. 그래서 법을 산출하는 사회적 세력관계에 대한 관심보다

는 오히려 법이 사회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부연하자면，

law in the books와 law in action간의 gap을 탐구하고 그 원인과 치유방안을 추구함으로써

법집행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Ab하ll)억 말처럼 지존의 형식주의적

법학이 법의 결정성을 강조하였다변? ‘법과 사회’운동은 그 결정성의 결과가 별다른 의미

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법이 그 자체로서 어떠한 사회현실을 규율한다는 법형삭주왜적

가설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와 논증에 외하여 비판하고 나아가 그러한 gap의 발생원

인과 그 효과에 관하여 과학적 · 실증적 기반애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기존

의 주류법학과 비교하여 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얼하

지만， 그 독자성의 기반을 법전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볍체계의 자율성과 기능성을 바닿

으로 검증과 논증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법의 보면성이라는 명제를 포기하고자 한다. 시간적 ’ 공간

적으로 상이한 법체계는 그 나름의 작동기제에 의하여 독특한 법현상을 보인다. 이 점을

Silbey & Sarat12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The Law' is a fiction, but “laws' are real. Similarly, “society' is a fiction.

이 명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허구(fiction) 이자 가설이다 13) 하지만 이 가설로부터 그들

은 현실로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살아 있는 법(laws) 일 따름이라는 대전제를 도출한다.

볍전의 법 (Law) 이나 사회는 이러한 살아있는 법을 설명하지 위한 제반의 변수에 불과해

진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거대이론을 구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오히려 현실의 볍을 분석

하고 설명， 평가할 수 있는 그때 그때의 준거틀의 형성과 현실적인 자료왜 수집， 조작만이

중요할 따름이다. 그래서 법 (Law) 의 자율성의 여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법

11) R. Abel, “Law B∞ks and Bo아{s about Law," Stillψrdι111" Reviε1\’， vol. 26, 1973.

12) S. S. Silbey & A. Sarat, "Critical Traditions in Law and Society Research," Law and Sod，εtyRιvie~v ，

vol. 21, 1987.
13) ihid. ,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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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역사나 법에 고유한 근원의 문제는 이들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단지 이들이 지향하

는 것은 보편성 - 사회분석적 수준에서 법현상을 언제， 어디서나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이고 경험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이었던 것이고 그 준거틀로서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발견결과들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 점은 그들의 분석방법론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선 그들의 분석층위는 어떠한 거대이

론의 구축을 지향하였다지 보다는 Micro-theory 내지는 중:범위분석에 머물러 있었다. 법일

반의 사회 · 경제적， 문화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분석하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행의 법이나 법제도가 사회상황에서 실효력을 갖기 위한 적극적 조건이

나 그것을 방해하는 소극적 조건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히 어떠한 가치나 세계관이 개입되거나 그것이 전제된 연역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사항별로 형성되는 원인과 결과의 분석 또는 요소와 기능의 분석에 국

한되었다. 한 마디로 중립적 · 객관적 분석을 지향하면서 당시의 (사회)과학적 발견들을 그

대로 법현상의 분석에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법학과 여타 사회과학들을 연

계지우면서 다양한 분석툴들을 법현상 내지는 사회현상의 분석에 도입하였고 이 점에서

법과 사회학회가 사회학자나 경제학자， 심리학자， 인류학자 등 복합적인 구성으로 이루어

졌던 것이다.

물론 이들의 분석정향은 그 자체로서는 철저히 볼가치적이었다. 그틀은 어떠한 정책가치

를 상정하고 그것의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도구로서의 법적 장치들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들을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와 법규범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또는 그 역방향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법의 기

능성이나 비기능성， 역기능성의 인과관계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실제 이러한 발견 결과는

정책수단의 고안과 형성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그

들의 관심사는 법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설명하는데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14)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실험적， 실증적 방법을 통하여 일반화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

다. 여기서 일반화란 볍형식주의에서 말하는 법효력의 보편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이들은 연구의 목적을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인식가능한 범주를 바탕으

로 한정하고， 중범위 수준의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개념을 구성하고 관측치

와 기대치의 비교를 바탕으로 이 가설을 검정하며 설정한다 15) 일반화는 바로 이러한 과정

의 재현가능성， 즉 자료의 수집과 분석， 설명，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또 다른 상황

에서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고 또 그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즉， 실

증주의적 의미에서의 과학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다양한 볍현상 중에서 어

14) L. Friedman, (ψ. cif.

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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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어떠한 것은 버리는가 그 자체가 볍의 ‘기능성’이라는

명제하에 감추어졌던 선이해나 가치개입의 요소들을 암시한다. 그들에 있어서의 법의 가능

성은 암묵적으로는 법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 점에서 그들의

노력들은 하나의 진보적 실천을 위한 기반을 이루었던 것이다.

Friedman은 준칙， 과정 또는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해서 조그마한 변동으로도 그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Slack 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그것블 사회세력간의 균형점으로 파악

한다. 그에 의하변 사회변동은 이 Slack과 방어력의 세력의 문제로부터 야기된다고 한다.

‘법과 사회’운동의 구성원들은 이 slack과 방어력을 결정짓는 인자들과 그 인자들의 가중

치를 산출하는 데 주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함수관계가 ‘기능성’ 과 ‘역기능성’ 이라는，

암묵적으로 가치내포적인 개념의 이항분립적 대비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법체계의 형성

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중점은 법의 동인이 되는 사회적 요소들이 아니라， 법이 사회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문제， 16) 즉 법의 실효성의 문제이었다. ‘법과 사회? 운동에서 산출한

수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일관하여 발견하고자 한 것은 법의 비효율성 - 법전법과 현실적

인 법과의 Gap이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이러한 gap의 발견과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법에 대한 희망과 사회전보에의 기대， 그리고 이

양자의 결합으로서의 법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낙관주의적， 개량주의적 사고가 이들의 방

대하고도 지속적인 연구의지를 이끌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분석틀에서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배제’된다. 가치체계 또는 의미체계로 이해되는 이데올로기는 드러내거나 감추

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분석의 대상으로 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자체에 내장되어 있

는 ‘메타’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여하튼 ‘법과 사회’ 운동에

있어서의 의미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는 실천을 통하여 사회-법적 세계 (sociolegal world)를

구성하는 것 17) 이며， 이 실천의 세계를 이념과 현실의 이분법적 고찰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이들의 분석은 도구주의적 성격을 띤다. 이들은 의미체계나 이데올

로기， 독트린， 법전법 등 이상(ideas) 의 세계와， 억제， 사회관계， 물질적 관계， 현실의 법 둥

의 행위를 구분하고 전자를 평가의 준거로， 후자를 분석과 설명의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관

심의 초점을 이 후자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행동， 즉 현상이라는 것은 전자

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후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고를 전제로

이 후자의 발현으로서의 세계에 대하여 전자는 어떠한 모습의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를

암암리에 모색하였다.

16) Silbey & Sarat, 이J. cit., p. 170.

17) C. B. Harrington, & B. Yngvessen, “Interpretive Sociolegal Research: 1ιI\\' and Sociel}’ Inquiry. vol. 1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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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법과 사회’ 운동의 내용

1. 서설

이렇듯 과학주의와 진보적 개량주의를 바탕으로 법과 사회의 사실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던 ‘법과 사회’ 운동은 거시적으로는 살아 있는 법(living law) , 즉 법체계가 현실적으

로 작동하게 되는 요인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

되었다. 이 때 과학적이라 함은， 존재와 당위의 구분을 바탕으로 법외적인 요소로부터 볍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바로부터 나오는 문맥이며， 진보적 개량주의라는 것은 비록 암묵적

으로 제기되는 것이기는 하나， 사회 내에서 실효력을 가자는 법체계의 구축과 그를 통한

사회개량이라는 일정한 이념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 이엽적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들의 연구내용이나 방법 나

아가 이론틀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Friedman의 말18)처럼 법체계가 가지는 공간적 · 시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또는 그에 참

여한 학자들의 다양한 관심영역 내지 전공영역으로 인하여 이들의 연구들은 차라리 단편

적이고 분파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보다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법을 시대의 산물， 또는 문화의 영향범위 내의 존재로 상정

하고 있었던 만큼， 그들의 관심사였던 법과 사회의 관계문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질적

인 법체계의 차이들을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분석의 방법론이나 학문적인 관

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향점이 사회과학적 방법론들을 동원하여 법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던 것인 만큼， 설명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었던 사회과학적 준거틀의 여

하에 따라 나름의 흐름은 분영 가지고 있었고， 이 점에서 이 연구관심 영역은 몇 가지의

중범위의 이론틀 - 행태주의적， 집단이론적， 체계이론 · 기능주의적 이론틀을 바탕으로 하

는 나름의 프로그램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이 중 행태주의적 경향과 집단이론적 경향

은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법적 결정이 도출되는 과정 또는 법행위요인들의 분석

에 집중하면서 주로 사법결정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후자의 이론틀은 물론

법의 특수주의적 속성으로 인하여 중범위에 그치기는 하지만， 나름으로는 거시적 또는 동

태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법체계와 법문화 등을 분석의 중심에 넣고자 한다.

2. r법과 사회」운동의 분석 및 이론툴

가. 행태주의적 경향

18) L. Friedman, “The Law and Society Movement," StallfiJrd L. R., vol. 38, 1986, pp. 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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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상에 관한 행태적 연구는 C. H. Pritchett의 The Roosevelt Court19)로부터 시작된다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사법행위는 법관의 정책선호 및 법관으로서의 역할인식 내

지 개념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투표성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분석방법론은 별다른 주

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제2차세계대전이후 심리학이나 인류학， 통계학의 발전에 힘입애 ‘볍

과 사회’ 운동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 중의 하나로 지록된다. 여기서는

D. Danielski나 W. Murphy, 1. L. Gibson, G. Schubert 둥을 중심으로 특히 법관의 사볍결

정은 그가 가지는 재인적 태도나 가치관， 역할정향 둥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통계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때)

이들은 결정형성과정은 태도 -• 행동이라는， 일종의 자극 -• 반응확 도식을 이용하여 법

관의 선호가 결정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하에， 계량화 (quantification) , 측정

(measurement) 및 예측(predication)왜 방볍에 의하여 법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던 껏야다.

특히 법관의 결정에서 나타나는 일관성과 예견가능성은， 인격화된 선례 (stare decisis)로서

법관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1) 그래샤

1. W. Howard는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의 특정으로 1) 그 분석단위로서， 제도가 아닌 인간

의 행동을 설정하고， 2) 정치적 행태의 결정요소들의 규챔성을 탐구하며， 3) 구체적인 또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건을 서술할 뿐 아나라， 더 나아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정

랩을 추구하며， 4) 보다 선뢰성 었고 재현가능하고 타당하게 설명하치 위하여 계량적 분석

방법이 선호되며， 이는 현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전제와 자료의 쪼작에 의거한다는 네

가지의 것을 정리하고 있다 22) 또한 G. Schubert는 행태주의쩍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자들이 그들의 규범주의적? 해석주의적인 “방벽 R을 버리고 “생명과학， 즉 인류학， 심

리학， 사회십리학， 현대사회학”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동시얘 생물학이나 인종학，

population genetics, 생태학 둥에도 의존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잃) 요컨대， 인간으

19) C. H. Pritchett, The Ro(시εvelt ε'ourt: A Study in Judicial Politics and Valut끼 /937-/947, (Chicago:

Quardrangle Books, 1948).

20) 가장 전형적인 도식화는 미국의 항소볍원의 결정을 분석한 S. Goldman, “Voting Behavior on the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 Ameri，ωη PolitiωI Science Re\’iew, vol. 67, 1975, p. 494 참조.

21) Shapiro, OfJ. cit. 이러한 태도-행동모텔에 대한 비판은 J. L. Gibson, "From Simplicity to

Complexity: The Development of Theory in the Study of Judicial Behavior: Political Behmψr， vol.
5, 1983. p. lOf 참조.

22) J. W. Howard, Jr., “Judicial Biography and the Behavioral Persu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1971, p. 705H 참조.

23) Glendon A. Schubert, llumanJur!.lprud，εnce: Public Law as Politi，αiI Science,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75) , p. 6; "Behavioral Research in Public Law: Amαio띠 Political Science ReI 'io l', vol. 57,
1963; Judicial Decision-Making, (New York: The Free Press, 1963) , 1967; “Academic Ide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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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법관의 행동을 인간의 결정형성행태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연결함으로써 사

법적 행태를 모든 인간에게 적용가능한 보다 넓은 심리학이론과 결합하고， 이를 위하여 법

집행의 정치적 측면 뿐 아니라 특수한 법적인 측면을 제어하는 둥의 방법에 의하여 법엘

리트들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추출하고자 노력한다.

이에 이들은， 결정자인 법관 개인의 인격에 중점을 두어 미시적인 차원에서 법관의 태도

나 역할인식， 개인적 속성 또는 사실유형을 연구하였다. 그래재 공식적으로 조직된 사회제

도는 보다 기본적인 요소들에 의한 정치행태가 발생하는 장에 불과할 뿐24) 개인적인 행태

의 우연한 집적에 의하여 또는 예리한 관찰자의 눈에 의하여 유형화되고 반복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며， 개인 내지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의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의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스러져가는 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상정된다. 공법학이나 정치학의

영역에서 오로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또는 그들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합리적 인간의 행태 뿐이었던 것이며， 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의 제도는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서만 이해한 것이다.잉)

나. 컵단이론적 경향

위의 행태주의적 경향이 법과정에서의 중심적 행위자를 개인적인 법엘리트에 맞추고 있

음에 반하여 집단이론적 경향에서는 그것을 조직으로서의 기관엠 놓고 있다. 여기서는 법

기관내부의 소집단이나， 이익단체， 여론 둥의 외적인 요인 등 개개의 법엘리트를 위요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음 중심으로 하는 방볍틀이 사용된다.

Murphyy. Grossman, Tanenhaus26 ) 둥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러한 연구틀은 사법과정에

서의 볍결정자를 개인으로서의 법관이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법원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합의체 법원의 경우， 일종의 대면관계(face-to-face context) 에서의 상호작용， 또는 투표거

래(log-roll) 의 행태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는 대내적， 대외적 영향력의 형성

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소수의견 작성행위를 설명하기도 한다. 합의체 법원을 일종의 소집

단으로 보고 그 속에서의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and the Study of Adjudic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αv， vol. 61, 1967 참조.

24) March, J. G., and J. P. Olsen,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Amεrican Political Science RevieH’, vol. 78, 1984, p. 734, 735

25) 자세한 것은 졸고， 「사볍결정행태의 경험적 연구J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청구논문， 1993 참조.

26) Murphy, W. F., and J. Tanenhaus, The Sf씨y ofPublic Lαv， (New York: Random House, 1972);

Grossman, J. B., “Dissenting Blocs on the Warren Court: A Study in Judicial Role Behavior,"

lournal of Politi，α vol. 30, 1968; Tanenhaus, Joseph, Marvin Schick, Mattew Muraskin, and Daniel

Rosen, “The Supreme Court' s Certiorari Jurisdiction: Cue Theαy ，η in: Glendon Schubert, 1udici띠

Decision-Making,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3) 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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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이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이 대법관회의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투표의 모습과

최종 결정의 모습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곳에서는 내부적인 리더쉽이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는 법원내에서 다수의견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

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하부집단의 형성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하여 법원의 결정에 대

한 유용한 설명점을 제시해 준다.낀)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의미에서의 리더쉽에 중점을 두어

투표력 (voting power) 의 분포를 중심으로 다수연합의 형성행태를 분석하거나 그를 보완하

여 개인간의 영향력의 크기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가치， 역할인지， 배경속

성 등과 같이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 의하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행태는 법원내에서의 상호작용이 사볍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정을 잘 보여

준다고 한다 28)

이러한 방법론은 비판적 볍현실주의를 이으면서， 그 당시 다원주의적 정치이론의 발전에

힘입어， 대체로 앞으1 행태주의적 모델과 결합하거나 그것을 보완하면서 법형식주의가 말하

는 법에 의한 판결의 도식을 하나의 사법정책결정으로 치환하면서 그 결정과정에 작동하

는 현실적 · 사실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사법판단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전의 법

도그마적인 모텔을 대체하는， 사법결정과정 일정한 사실조건을 전제로 사법결정의 결과를

예측하는 나름으로 유효한 모델의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 체계이론 · 기능주의적 경향

T. Parsons얹)의 체계이론은 행태주의의 무의미성에 고민하던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의

영역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행태주의가 비록 엄정한 과학성으로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내 g 외적 요인들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간행위의 규칙성이나 유형화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벼판에 즈음하여 거대

이론으로서의 체계이론은 이러한 학자들의 갈구사항을 그대로 해소얘켜 줄 수 있는 메리

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27) Brenner, Saul, “The New Certiorari Game: Journalo./Po!itics, vol. 41, 1979: Brenner, S., T. M.

Hagle, and H. J. Spaeth, “The Defection of the Marginal Justice on the Warren Court: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42, 1989: Brenner, Saul, and Harold J. Spaeth, 얀deological Position as a

Variable in the Authoring of Dissent Opinions on the Warren and Burger Court,’ American Politic‘
Quarterly vol. 16, 1988: Brenner, Saul, and Harold J. Spaeth, ‘ Majority Opinion Assignments and

the Maintenance of the Original Coalition on the Warren Court: American Journal (i/Po!itical Science,
vol. 32, 1988 둥 참조.

28) Brenner & Spearth, 이i. cit.. Pp. 317-318.
29) T. Parsons, The Social 지’‘telll ， (New York: the Free Press,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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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ewellyn과 Hoebel의 The Cheynne Way30)는 소위 통합과학으로서의 체계이론이 볍학

의 영역에서도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의 좋은 예를 이룬다. 특히 Hoebel은 법이

란 “모든 사회， 그리고 대부분의 단순사회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단언하면서， 법은 @행위규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간의 관계

를 규정하고 @누가 누구에 대하여 제재를 선택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고 @분쟁을 처리하며 @생활조건이 변화할 겸우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채

규정함으로써 적응력을 유지하는 둥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31)

이러한 이론틀은 우선 법을 사회체계의 한 부분으로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일종의 하위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32) 그것은 문화나 습속， 인간외 해도 등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여타의 사회조적이나 사회적 하위체계들과 긴밀한 관계망 속애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정

한 가능들을 수행함을 큐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들은 법과 철서 내지는 사회통제， 법과

분쟁해결/처리， 법과 사회변동 둥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수준 - 주로 법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문화분석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분석도 한다 - 과

방법 - 행태주의나 집단이론， 인류학적 분석 둥 - 을 통하여 법과 사회， 특히 여타의 하

위체계들간의 상호작용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페

여기서는 Parsons나 D. Easton34 ) 의 예에 따라， 법은 사회통합 (Integration) 을 지향하는 하위

체계로서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하여 작동하는， 일반적인 사회통제 체제로 규정한다 35)

이 체계는 집합적 조직에 의거해서 일련의 규범체계를 표출시키는 통합(unity) 과 결속

(cohesiveness)의 체계이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규칙과 제도의 복합체로서 정당화

(legitimation) , 해석 (intregration) , 제재 (sanction) ， 권한부여 (jurisdiction) 둥의 방법으로 다양

한 사회부분들을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합하며 또 이러한 기능들을 여타의 하위체계， 즉 목

30이) The Cheylllle Wνay: Co끼III띠lict‘'t“t“띠111(，띠d Cc‘“띠IS“κe Lμt“ωl“lH'’ It“Il Primηmt띠Ill'’ε JI“IIrκtrIκI.'“써‘j새Ifψpn대u“dellcκcα'(ιt

Oklahoma Press, 1941).

31) Hoebel, E A., The μw 에'Primitive Mall ,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 Ch. 2; E. M.

Schur, Lωv αId Socieη ,A Sociologi，αilVic"l'， (New York: Rnadom House, 1968) , p. 79에서 정 리 .

33) J. A. Sigler, Allllllroductiollto the Legal Sy.‘tern,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68) , p. 19.

33) 이 이론틀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물들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Siegler, 끼')， cit.; E. H Levi, An

Introduction to Lεgal Reasonin ，ι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J. Cohen, “Judicial

‘Legisputation’ and the Dimensions of Legislative Meaning," Indiana Lω l' Journal, vol. 36, 1961:

Schur, ψ， cit,: W. M. Evan, L씨1’ and Cocioloιv: Exploratory Essays, (New York: Free Press,
1962); L. Nader, “The Ethnography of Law," Amιnωn Anthrof’ologist, vol. 67, No.6, P t. 2, 1965:

G. Schubert, ed., Judicial Behavior, (Chicago: Rand McNally, 1964): T. Parsons, “The Law and

Social Control," W. Evan, ψ cit 둥 참조.

34) D. Easton, 111e Political System , (New York: Alfred A. Knof, 1953).

35) Schur, 깨)， ell. ,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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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립체계(정치)， 적응체계(경제 및 학문체계) , 유형유지체계(사회화) 풍과의 관계망 속에

위치지움으로써 법체계가 어떻게 형성 • 작동하며， 그 기능 또는 역기능의 요인과 쩔과의

문제， 나아가 효율성의 문제짜지 다루고자 한다 36) 특히 체계이론에서 말하는 투입 (input)

과 변환(conversion) , 산출(output) ， 결 과(outcome )， 환경 (environment) , 그리고 환류

(feedback) 의 일련의 과정른은， 유기체적 성격을 가지는 체계의 작동땅식을 가장 도식적이

고 고차의 일반화 수준에서 설명하고 나아가 체계를 개빙체계로 규정하면서 여타의 하위

체계 또는 보다 고차/하위의 체계와 유가적 관련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만륨， 행태주의나

소집단이론 동의 구체적인 기관/구성원의 행위라는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비교법문화， 비교

법제도 둥 거시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가능한 이론틀을 제공한다.37)

‘볍과 사회’ 운동의 구성원들이 체계이론에 심취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일뺀이론으로

서왜 혜계이론이 가지는 포팔적 설명력 때문야다. 그것은 하위채채라는 재냄이 무핸허 분

열가능하여 얼련의 수칙적 , 수평적 구도를 자유롭채 설정할 수 있는 반큼， 그들아 천숙하

게 사용하고 있던 분석의 방볍론플을 그대로 이 이론틀 내에재 적용하고 검증활 수 있다

는 장점을 취하고차 한 것이다. 단편화와 종합화가 그 어떠헌 이론틀보다도 자유롭다는 체

계이론의 성격이， 그 당시 과학주왜를 천명하고 나선 ‘법과 사회’ 운동에 있어 나름의 일반

이론의 구축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었다는 점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38)

또한 이 채계이론이 가졌던 균형 (equilibrium) 과 통합의 펀념은 지성의 법현실을(일정한

36) T. Parsα1S， (ψ. cit

37) S. P. Nikoranov, “System Analysis: A Stage in the Develpoment of the Mothodology of Problem

Solv띠g in the USA: m: S. L. Optner, Systems Al1a!y’싸. (Kingsport, Tn: Kingsport Press, 1973)

참조.

38) 실제 구조주의적 사회이론 내지는 법이론의 형성은 Durkheim으로까지 소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사회학적인 것의 개념을 g조직완 인간집합체의 특정이나 특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다른 한 편에

서는 인간행위의 관찰된 규칙성을 확정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확면서， ι집합적인 속성이

독립변수로서 기능하고 그리고 특수하게 어떤 부류의 사회학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T. Abe!, (장준호 역) 사회학이론의 기초， 삽영사， 1987, 37면) 그래서 그는 어떠한

사회적 요소 특허 인간행위에 대한 유기체로서의 사회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였고 이

점에서 볍체계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나름의 설명점을 제공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Durkheim 자신은 구조주의자일지는 몰라도 기능주의자임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사회 집

단과 구성원의 행동과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Causasian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

을 어떠한 기농성， 즉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야 점에서 「법과

사회」운동의 주류적인 분석방법론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단순한 인과적 실증주의 사휘학에 주체

의 의지적 요소， 즉 유의주의 (Voluntarism) 를 삽입한 것이 Parsons의 체계이론이다. 그의 주체는

비록 그 상황 자체를 변경하거나 초월할 수는 없다고 활지라도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

는 자이다. 그리고 체계이른예서의 기능-목적의 연결은 이 점을 전체로 할 때 가능하게 된다. 차세

한 것은 P. 1. W파띠son， "The Potential of Functionalism for the Sociological Analysis of Law," in:

A. Podgrecki & C. 1. Whelan, Socio!o!iica! Approaches to LμW， (New York: St. Martin’ s Press, 1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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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념을 전제로 한) 개선하고 조작함에 필요한 좋은 준거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법체

계가 가지는 정당화， 해석， 제재， 권한부여 둥의 ‘기능’ 과 ‘역기능’ 의 존재 및 그 이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고， 이를 강화， 치유할 수 있는 요인이나 계기를 발견할 수

있는 틀이 이 체계이론에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법기관 기타 다양한 구성부분들의 상호작

용관계의 여하이며， 또한 법체계와 여타의 하위체계들간익 관계여하는 법변동 또는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현상을 결과하는 기체릉 이룬다. 그래서 법체계는 구조와 실체， 문화의 3

요소로 형성된다. 구조는 볍기관을 중심으로 각종의 투입， 변환， 산출의 과정 또는 그 과정

을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문화는 엄밀히 보자면 좁은 의미의 볍체계에 대한 환경을

이루는 것으로 법체계 이외의 세 하위체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실질은 법규범

을 의미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법체계의 외부에서 형성되어 의회로 대변되는 정치체계와

법체계를 연결하는 투입요소에 불과해진다 39) 그것은 법관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결정

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소재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나 여타의 법규칙， 명령， 정책，

이익단체， 공동체， 정당 동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동시에

그 구체적인 결정이 정치체계에 대한 투입요소가 되어 변환과정을 거친 다음 재차 법체계

에 투입되는 환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투입요소들은 사법기제

(machinary of justice)를 통하여 구체적인 결정으로 변환된다. 여기서 사법기제는 원칙적으

로 권력분립이나 연방주의， 법원조직 등의 틀을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 등

의 볍집행기관이나， 법관， 변호사와 같은 볍조인40) 및 유사법조인， 배심원 역시 이 기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그래서 볍체계의 연구자들은 이 기제의 구성원들 - 정책결정

자들의 충원 및 양성과정， 그들의 사회적 배경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펼요로 하게 된

다 41) 뿐만 아니라， 재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그 변환의 절차 - 대립당사자주의， 화해절

차， 증거조사과정， 행정과정， 나아가 전반적인 정보의 유통 · 획득의 과정에 관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42) 산출로서의 판결이나 평결， 양형판단， 행정처분 등은 대체로 종속변수로서

39) 이 의미에서 1. Cohen은 법관이 법의 흠결이나 미비점을 해석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을 legislation 에

대비하여 legisputation 이라 명명하고 있다. 1. Cohen, “Judicial ‘Legisputation’ and the Dimension of

Legislative Meaning," Indiana LwdourIla/, vol. 36, 1961.
40) B. Botein, TrialJud，μ (New York: Cornerstone Library, 1963): G. Schubert, (ψ. cil.: H. Eulau & 1.

D. Sprague, LωIyer.\' in Po/iIiα: A Sludy in Pη까/씨ona/ Conver!! ιnee， (Indianapolis: Bobs-Merrill Co.,

1964) 둥 참조.

41) H. Scott, “The Selection of Federal Judges: The Independent Commission Approach ," Willi‘11I1 and

M‘Ifγ La\l' Rei’ie\\', vol. 8, 1967: P. A. Freund, The Supreme COUl'l 끼 Ihε Unitιd SIalι\'， (New York:

Meridian Books. Inc., 1961): 1. R. Schmidhauser, The Supremε Court, (New York: Rinehart &
Winston, Inc., 1960).

42) 1. Frank, ci시t’ t.l on 7I-ia/, (New York: Atheneum Publishers,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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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각종의 변수들의 함수적 연관속에서 이해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법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 정치체계나 경제체계， 또는 사회화체계에 대한 투입요소가 되는 만

람， 이들과의 관계를 법체계의 환류과정의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 역시 대두된다. 항소나

위헌법률심사제도 동은 그의 좋은 예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대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가지는 정치 • 사회적 의미와 그 실효성의 문제와 같은 사안들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

는 것이다쩌)

그래서 이러한 볍체계론적 기능주의는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것

은 한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총괄적인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단위단위의 볍집행과정에

대한 분석， 또는 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의 법정립 - 법발견 - 법결정 - 법집행에 이

르는 일련의 과정의 분석，44) 개개의 법관에 대한 개인적 속성이나 정치 · 경제적 배경， 사

건유형 등에 따른 결정의 편차분석， 또는 법원내의 소집단 현상 내지는 법원 · 볍관과 그

주변기관(대통령， 검찰， 변호사(회)， 이익집단45) 둥)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3. 법과 사회

가. 구조， 실질， 법문화 -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관계

‘법과 사회’ 운동에 있어서의 법은 명목적 (nominalistic) 의미와 실체적 (essentialistic) 의미

로 나원다 46) 그러나 여기서 법의 실체적 의미란 고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방적이

고 불확정적인 유동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Text로서 법행위자의 해석에

의하여 새로이 그 의미가 발견되고 또 창조되는 하나의 형식만을 제시할 따름이다. 환언하

자면， 실체적 의미에서의 법은 법체계의 실절부분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법

체계를 일의적으로 구속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과정속에서 구조와 볍문화

의 작동양상에 따라서 그 의미가 규정되고 이렇게 생산되는 의미가 법행위자의 행위를 정

당화하거나 또는 그의 복종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법이 사회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제를 통하여서이다. 여기서 행위자

의 침해여부의 인식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대， 검찰 및 변호사， 법관이나 배심원들에 작용

하는 직업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여론상의 투입요소들 등은 모두 법체계의 환경에 속하

43) 자세한 것은 Siegler, (ψ. cit 참조.

44) w. A. Saxbe, “Functions of the office of Attorney General of Ohio," Cle\'e1ant/-Mω·.\halllμwRel'iew，

va!. 6, 1957.

45) C. R. Vase, Cα‘'(“l…”따'('Iω‘'aιω‘1…‘

u미Jniversi잉itψy a이f Ca매lifoαrπifni뻐a Pre않55，’ 1959이)은 이의 대표적인 저작이다

46) L. M. Friedman, ·Courts over Time: A Survey of Theories and Research," in: K. O. Boyum &
L. Mather, eds., [mpiriCllI171eories 1\ 1끼WCOII띠， (New York: Longman Inc., 198:{),



62 美 國 學 第:二 \.輯 (1997)

는 것이다. 소위 법문화의 영역들이 이에 해당하겠지만， 그것은 법규를 정립하는 의회나

법집행 또는 법원에 대한 참고의견을 제시하는 행정부 둥의 정치체계와， 자원의 분배에 관

한 경제체계， 각종 적응인자를 제공하는 학술 및 과학체계， 그리고 언론과 여론을 중심으

로 하는 사회화체계 둥 다양하게 구분된다. ‘법과 사회’ 운동에서 주로 발표되었던 연구저

작들은 이 모두 또는 그 어떠한 부분과 부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었던 것들

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법과 사회’ 운동이 모토처렴 내셰웠던 학제간 연구 또한 이

러한 관계들외 여하나 그들의 연결망 작성에 필요한 지식들을 서로가 공유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과 관계를 기능주의적 맥락에서 가장 충실하째 반영하고 있는 것이

Bredemeier 의 분석이다 47) 그는 사회체계 내의 다양한 유형변수 (pattern variables) 들과 법

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하면서， 적응체계(경제， 학문， 기술) . 목표추구체계(정치)，

유형유지체계(사회화) 둥의 Parsons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들로부터 볍체계로의 투

입요소들을 유형화하고 나아가 법체계가 이틀 하위체계에 투여하는 산출요소들， 즉 유기적

결합， 해석， 정의 동과 같은 측변틀을 설명하고자 한다.앵) 그에 의하면‘ 법은 역할구조， 의

무 및 책무(duties and obligation)를 구체화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지능은 사회내의 목표구

조(사회적 관계들이 처리되는 정향을 제시한다) 및 사회의 볍동원능력(이는 다시 규범체

계로서의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증거， 진실 둥과 같은 요소의 문체에 부딪치게 된다)에 의

한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규범체계로서의 법에 대하여는 외생적인

것이며， 여타의 하위체계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올 때에만 볍은 체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정치체계는 법체계에 대하여， 예상되는 역할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제공하고，@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불적， 지적， 기술적)은 적응체

계로부터 획득하며.®사회화체계는시민들이 법체계를 수용， 이용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기제를 제공한다. 이에 법체계는 @정책목표를 개별적안 사건에 적용함으

로써 그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며， 해석행위를 통하여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적응체계

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조직과 결속을 보장해 준다. 뿐만 아니라 @사

회화체계에 대하여는 개별화된 기대들로부터 나오는 각종의 요구들을 충족시킴에 필요한

법적 정당화기능을 제공한다49)

47) H. Bredemeier. “Law as an Integrative Mechanism’ in: W. M. Evan, ed., Lωt' aηd Socio[o!:y:

Eη7[，ω"(/wry £.\'，\αy.\'， (Glencoe, Ill.: Free Press, 1962).

48) op. cit,

49) 하지만 그는 법을 사회규범과 동일시한다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와 더붙어 법의 통합기능을 분쟁

해결에만 집중시킴으로써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볍체계분석을 법원체계의 분석으로 협소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자세한 것은 R. Cotterell, (김광수 외역)， r법사회학입문J ， 터， 1992, 119면 이하 참조

이러한 법체계의 설명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그것이 단순한 법사실 자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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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운동은 이러한 연구과정들을 통하여 법과 질서 。 사회통제， 볍과 분쟁해결，

그리고 법과 사회변동 동의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50)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법

체계의 내적 작동현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이를 비-탕으로 하는p 법체계와 여타 하

위체계와의 관계양상의 분석과 평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마사적으로는 볍기

관의 구성원 또는 볍지관 그 자체와 여타 체계와의 관계， 그들 상·호간왜 관계， 법기관의 구

조적 배열의 의미와 효과 둥을， 그려고 거시적으로는 전체로서획 법체계와 여타 하위채계

와의 관계 등을 통서적， 공샤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법과 사회질서: 법의 사회통제기능

6법과 사회’운동의 연구과제중 사회질서에 관한 부분은 그 당사 폭출하는 사확문쩨들을

감안할 때 오허려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구성원플이 어떻져l 사회절서에 편입되는

가， 즉 사회구성원들이 질얘를 유째하고 예측가능한 행동으로 나아가는가에 관한 컵충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볍 또는 법체계자 어떻게 사햄를 일정한 정향하에

질서지우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것이 독립변수로 되면서 종속변수로서의 사회질서를

다루는 일종의 역함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더불어 사회통제의 가채로서 법외에도

다양한 변수들 - 비공식적， 비법적， 또는 행정적 요인들을 산없하기토 하였다. 뿔만 아니

라. Friedman5l)의 경우처럼 일정한 법규범이 하나의 법행위(leg떠 behavior)로서 어떻게 사

회구성원들에게 전달(communicatiα1) 되는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사회통합의 기본

전채라고 활 수 었는 사회쩔서를 형성하고 유지함에 필요한 각종의 장치들에 대한 분석을

도모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법이 관료조직이나 가족， 교회， 또는 근린관계나 사교클럽， 인종

집단 둥 벼공식집단들에서 발견되는 사회통제장치와 어떻게 결합하는가? 법은 여타와 사

회통제장치를 보완하는 보조적 기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대채하는 것인가? 둥의 문쩨를

고찰하고자 한다 52) 여지서는 집단적인 행위기대에 부합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도출

하가 위한 장치틀을 분류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다. 그꽤서 ‘법과 사회’ 운동에서는 그

것을 집단적 규범의 내변화(internalization) 와 제재 (sanction) 53) 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후차

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Durkheirn류의 실증주의에 편향된 분석에서 더 나아가

규범질서 또는 가치체계와 연관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P. J. w뻐inson ， 깨. cil.. pp. 81-2 참조.

50) Freidman, 전게역서， 27-34면에 의하면， 법의 기능으로 사회통쩨가능， 분쟁처리기능， 재분배 및 개

혁기능， 그려고 2차적 사회통제기능 풍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농들은 다시 그 작동

형태와 관련하여 Merton식으로 현재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으로， 그리고 볍목적과 관련하여 순기능

과 역기능으로 각각 구분된다. ‘법과 사회’운동에서의 법기능구분 역시 이와 대동소이한 것이 일

반적인 경향인 만큼 이하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구분에 따라 설명할 것이다.

51) 전게역서， 179-87면.

52) D. Balck & M. Mileski, 이J.dl.. p. 6.

53) Radcliff-Brown 은 제재들 사회적으로 승인되거나 부인되는 행위유형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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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공식적 제재와 비공식적 제재로， 그리고 법적 제재와 비법적 제재로 나누어 이들

상호간의 관계 및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통제기능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다만， 이

논의과정에서 법체계로의 투입부분은 오히려 법과 분쟁해결(특히 사법의 경우) 또는 법과

사회변동(특히 입법의 경우)의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법체계가 내어놓는 산

출 - Friedman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법행위가 된다 - 과 그에 대한 법준칙의 의미전

달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복종{comliance} 의 문제가 주된 논의의 대상

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비록 사회통제의 변수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연구를 지배하는 암묵적인 고려 중의 하나는 그 연구의 핵심에는

법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비공식적， 비법적 통제장치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틀이 어떻게 공식적， 법적 통제장치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판단을 의식적으로건 무의시적으로건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단적 규범의 내면화라는 요인은 Friedman이 말하는 법체계의 사회통제기능이 가지는

세 가지의 측면 - 집단， 내적 동기 및 제재의 측면 - 중 앞의 두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법체계에 대한 사·회화체계 내지는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요소이자， 법체계

가 보내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과정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적 지위를 가지기 때

문이다. 여기서 집단은 법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으로 규정되지만， 엄밀히 본다면 그것은

법체계에 대한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루는 별도의 법(또는 규범)체계를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환언하자면， 하나의 법체계는 다양하고 다충적인 부분법(또는 규범)체계의

복합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볍체계에 대한 강력한 - 조직

이 잘 되어 있는 - 하위규범체계가 존재할 경우， 그것은 ‘법’ 의 효과를 중화시킨다. 일종

의 법의 이중문화가 ‘법’의 효력을 저지하는 것이다 54) 특히 그 하위집단이 대면적 관계로

굳건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볍체계의 압력에 대항하여 나름으로 독자

적인 규범체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저항하기도 한다 55) 그것은 그 하위집단 자체의 유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규정은 억지(deterrence) 와 같은 의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문제

가 생긴다. 그래서 Allport는 이러한 요소 외에도 보상(remedies) 이나 배상， 원상회복 둥과 같은 비

억지적 요소들도 포함시켜 보다 넓은 범주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다. G. W. A씨llpoαrtαt， ‘“‘·S닮anc다띠tion따lS，" in

II끼nt，κ'ernaωrio…f“끼…o끼m’naι1(/“씨liE티litκc‘까J

54씨) 이 에 관하여는 T. Kawashima, “Dospute Settlement in Japan," in: D. Black & M. Mileski, eds.,
op. cit. 참조.

55) 특히 위로부터의 근대화계획에 의하여 기폰의 사회에 일방적으로 법규범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표

적이 다. G. Massel, "Law as an Instrument of Revolutionary Change in a Traditional Milieu, The

Case of Soviet Central Asia，η Law and Sodeη Review ， vol. 2, 1968은 이러한 맥락에서 P. Bohannan의

이중제도화(Double Institutionalization: ‘ The Differing Realms of the Law," ill: D. Black & M.

Mileski, eds., op. αI.) 의 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 외 S. Diamond, “The Rule of Law versus the

Order of Custom ," in D. Black & M. Mileski, eds., 깨 ι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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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ostasis) 기제가 작동하는 결과이거나 또는 집단의식의 압력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통제와 하위집단의 관계에 관하여 더욱 중요한 요인은 그 하위집단의 결속력이 집단

구성원의 내면적 상태로부터 획득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Friedman 의 내적 동기는 사회구성원의 규범에 대한 복종을 야기하는 최대의 관건을 이

룬다. 그는 이 내적 동기를 구성하는 요소로 공공심， 도덕심， 공평성， 충성심 및 신뢰를 들

고 있다. 학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요소들을 이론적 분석 외에도 설문지법이나 면접법， 관

찰법 등의 방법으로 계량화하여 일정한 법현상과의 관계들을 측정함으로써 그것이 법규범

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평가나 태도56)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법규범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들을 관찰하고자 하였다.57)

비공식적 제재를 통한 사회통제의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내적 동기가 하나

의 사회적 행위유형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통상적으로 비공식적 사회통제

를 위한 규범적 요소로 민습(folkways) 과 습률(mores) 로 구분하지만 58) 그와 동시에 그 분

석의 준거는 대체로 Durkheim 의 사회구조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사회적 연대의 강도에 따

라 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효율성 여하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사회 내에서의

분업의 정도라든가， 또는 대면적 관계의 존재여부， 사회의 동질성 여하， 또는 사회의 크기

등은 그 사회구성원들의 사회화 과정 자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정한 사회규범에 대한

행위정향을 내변화하게 되며， 공식적인 법선언 。 법집행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해

사회내부의 자생적인 감시체계나 정벌체계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라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공식적 제재장치가 공식적 사회통채장치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오히

려 공식적인 사회통제 그 자체를 비효율화시키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한다 59)

그러나 ‘법과 사회’ 운동의 연구자들의 관심은 이러한 볍문화적， 또는 법감정상의 문제

이상으로 공식적 채채를 통한 사회통제의 메커니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법

률화(legalization) 및 범죄화(criminalization) • 그리고 규율의 정도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56) 예를 들어 W. R. LaFave, Arrest: The Decisiollto Take a Suspeα into Custody, (Boston: Little, Brown

and the American Bar Foundation, 1965): J. L. Tapp & L. Kohlberg, “Developing Senses of Law

and Legal Justice," Stm!ψrd Lall' Rei\'ell', vol. 27, 1971 참조.

57) 예컨대， H. V. Ball, “Social Structure and Rent-Control Violations," American loumal 끼So띠까Jgy， vol.
65, 1960: A. Podgorecki, “Law and Justice: Central Concepts and Issues: Polish Sociological

Bulletin, 1973: H. Rodgers and E. B. Lewis, ‘'Political Support and Compliance Attitudes: A Study

of Adolescents,’ Amε.，.iαIII Politics Quarterly, vol. 2, 1974.

58) W. G. Sumner, Folioκ~ys， (Boston: Ginn, 1907).

59) A. Friendly & R. L. Goldfarb, Crime and Puhlicity: The h끼Jac! ofthe N.ι“’s Ollthe Administration oflusti ，ι'e，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1967)은 재판지변경 (venue change) 의 제도가 소규모

의 동질적 지역공동체에서는 그 마을의 비공식적 제재의 엄격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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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작동이 아니라 정치체의 몫인 만큼 여기서는 주로 형사법 상의 제재장치를 중심

으로 논의하면서 법의 억지효과를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섬을 이룬다. 법의 억지효과

에 관한 연구는 특히 형사법적 제재의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경험적인 인과의 연결이

가능할 것인기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목적들이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일정한 규범적 툴 안에서 규율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그것들은， 사

회구성원들이 일정한 행위를 규범과 관련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조성하는 억지효과

에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억지효과를 특수적 억지와

일반적 억지로 나누고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가해질 경우 그것이 이 각각의 효과

- 특허 후자에 대하여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J. Bentham류의 효용분석은 이러한 연구의 초기 모델로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들은 합리적 행워자로 천제되면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

득과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훔의 비교를 통하여 어떠한 행위로의 정향을 결정하채 된

다는 단순한 인과연결에 입각하여 억지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60) 하지만 이러한 도식적

설명은 곧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통상적으로 형벌과 억지효과의 관계는 세 가지의

변수， 즉 형벌의 강도， 형벌의 확실성 및 형벌의 신속성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설명된다. 이

점에 대하여 C. Tittle의 연구는 형별집행의 확실성과 범죄발생률의 관계는 적극적인 반면，

형벌의 강도는 별다른 상관성을 갖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형벌의 억지효과는 형

사사법기관， 즉 경찰 동의 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얼

마나 강한 고통이 예상되는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61) 이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에 부여하는 의미가 계층별， 집단별， 지역별 등의 별도의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젓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62) 그래서 계량분석의 방법으로

형벌의 강도와 범죄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법적인 형별강도와 현실적으로 인지된 형

벌강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론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샤는 다른 변수플

고려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거나 그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게 된다.

그래서 고려되는 것이 형벌의 부수적 효과 - 전과자로서의 낙인이나 체변， 추방 등과

같은63) 것들이나 또는 형벌집행의 확실성， 신속성 또는 시차의 문제틀， 또는 형벌과 그 대

상인 범죄의 성격， 잠재적 범죄자가 속해 있는 계층이나 집단 등의 변수들이다. 그래서 R.

60) 이에 관하여는 양건 r법사회학.I， 민음사， 1991면 Cotterel~ 천게역서， 181면 참조.

61) Vago, Law ωldSocie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4) , p. 146.

62) Friedman, 전게서， 188-9변.

63) Friedman 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전게서， 189-91 면. 그에 의하면 전과자로서의 낙인이라은가 체변의

손상， 또는 추방 내지 배제의 위협과 같은 형별의 부수적인 효과들도 억지효과에 기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형벌의 강도라는 범주 내에 포섭할 수 있는 만큼， 별다른 특이점

은 발견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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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tz는 제재력 (sanction impact) 은 관련된 일탈행위을 인지하져나 신고받은 잠재적 제

재자의 수에 비례하며， 이러한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의 정확성， 빈도， 속도에 비례하며，

이 잠재적 제재자가 일탈행워에 대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에 비례하며， 그 반응이 피제재자

에 부과하는 이익 또는 손실의 강포어l 비례하며， 잠재적 펴쩨재자가 다른 펴제재자들의 경

험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64) 위혜서 언급한 Tittle펙

연구는 대표적인 예이며， Chambli잃닮)나 ROSS,66) G. Antunes & A. L. Hunt67) 의 연구는 여

를 보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틀은 상당한 한계들이 째적되고 있다. 우

선 어떠한 형벌이 억지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반인 특히 캅채적인 범죄인들에

제 주자되어야 하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장 중요한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형벌의 강도나 확설성， 시차 풍해 관한 인식 역사 채인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측정방볍도 적당하째 않다. 뿔만 아녀라 형별 야외의 다양한 제재장

치들의 존재나 형벌-범죄-범죄자들이 가지는 각각의 성격랴 (부분)사회적 의머률 제대로

도출해 낼 수도 없다는 점 둥이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하나의 참고사항 내지는 event성 보

고서의 의미로 한정사키는 것이다. 형벌 외에도 볍이 사회통채를 위하여 동원하는 수만들

은 다양하다. ‘법과 사회’운동의 관섭은 형벌 외에도 억지적 효과를 발생하는 여타의 수단

들에도 확장된다 Vago에 의하면 이러한 형벌외적 억쩌수단으로 미국의 경우에책만도 불

적 원조의 통제，68) 감시 。 감독체제의 구축，69) 면허나 검사제도， 명단공표에서부터 보다 전

형적인 것으로 손해배상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는 패해자 없는 범죄는 여타의 뱀죄

64) R. Schwartz, ‘ Social Control in Two Israeli Settlements," In: D. Black & M. Mileski, eds., ψ， Clf..

p. 112.
65) W. ]. Chambliss, "Types of Devi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Legal Sanctions," Wisconsin μM

Rei’iew, 1967은 범죄유형과 형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범죄 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expressive)

범죄보다는 범죄가 수단으로 이용되는 도구적 (instrumental) 범죄에서 형별의 억지효과가 크다고

한다.

66) Ross, “Deterrence Regained: The Cheshire Constabulary' s ‘Breathanalysis’ " Journal ()fLe,l’“I Studiι、，

vol. 6, 1977은 음주운전단속의 경우를 조사하면서， 법집행이 꾸준하게 공표되고 또 시행되는 동안

에만 형별의 억지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법집행기관의 감독과 제재과정의 단순화를 통하여 형

별집행의 확실성을 고양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67) G. Antunes & A. L. Hunt, “The Deterrence Impact of Criminal Sanctions: Some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Policy," Journal ofUrban Law. vol. 51, 1973: 양건， 전게서， 234에서 이들의 논의결

과를 잘 정려하고 있다. 여기서는 형별집행의 확실성은 모든 볍죄에서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

는 반면， 형벌의 강도는 살인 둥 일부 범죄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범죄에서는 요히려 범죄

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짐을 보고하고 있다.

68) M. Janowitz, Social Control (lfthe Wei，ψre State, (New York: Elsevier North Holiand, 1976); B. R.
Mandell, ed., We!fare in Amεriω: C( il/ trolling the 띤langerous Classe까， (Engliwooc! Cliffs, N.J.: Prentice

Hall, 1975).

69) CIA나 FBI, IRS 둥의 활동은 이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D. Wise, The AmeriμIII Police State: 까Ie

(}OIwnemllf “μlin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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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또 다른 관심

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70) 부연하자면 마약이나 매춘， 도박， 낙태， 동성애， 자살， 알콜중

독， 음란물 둥 다양하게 규제되고 있는 이러한 행위 영역은 바로 그 점에서 법의 집행이

상당한 곤란에 처하고 동시에 범죄자들의 반발이나 고의적인 법위반의 행태가 손쉽게 이

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범죄화하고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위 자체의 억지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도덕률을 보전하고

나아가 법집행기관의 존재이유를 과시하고자 하는 별도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비

판적 연구까지도 나오고 있다 71)

이러한 비판적 결론은 오직 범죄자 없는 범죄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과 사회통제에 관한 ‘법과 사회’ 운동의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법규범 자체의

이데올로기성이나 권력성에 대한 논의나 평가보다는 오로지 그 법규범이 함의하는 또는

그 법규범으로부터 해석되는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전체로 하고 이러한 가치가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법도구 - 또는 법행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었는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위에서 말한 조사 및 연구방법론 상의 한계와

더불어 ‘법과 사회’ 운동의 또 다른 한계를 이룬다. 그것은 사회 내에 다양하고도 다층적으

로 존재하는 하위집단 또는 그의 규범체계들을 그 자체로서의 존재의의를 인정하고 그 인

과의 설명에 입하기 보다는 전체 사회체계 내지는 법체계 - 즉 국가법 체계와의 관련 속

에서 그것들을 단편화하고 대상화함으로써 종국에는 하나의 주변적인 규범문화 또는 생활

관계로 환원시켜 버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 법과 분쟁해결

법과 분쟁해결에 관한 ‘법과 사회’운동의 연구물들은 법원을 정점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가진다. 물론 이들은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으로 당사자에 의한 해결과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제3자의 존재를 상정하면서 상호비교의 방법에 의하

여 분석을 행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서 연구되는 것은 법

원이다. 그래서 그들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법과 법원을 동원하는 양상이나

번도， 그리고 그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통한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다룬다. 또한 부수

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인들로서 법원의 업무량이나 능력， 또는

법관의 중립적 성격 풍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암묵적으로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의 발달

70) Vago, (ψ. cit., pp. 153-161.
71) R. M. Rich, Crime.“ without Victims, Devianα and the CrimilUll Law, (Washington, D.C.: l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1978); ]. R. GusfieId, ‘ Moral Passage: The Symbolic Process in Public

Designation of Deviance," Social Problem ι vol. 15,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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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정점에 법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과제와는 달리 이 영역에서 특히 비교문화

적 분석이나 통시적인 추세분석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와 연관시킬 수 있다. 분쟁해결의

기본구도를 3면관계 (triadic structure) 로 설정하고 그 최종적인 발달단계로서 법원을 설정

하는 이면에는 ‘사적’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 자체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

어 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분석

사회 내에서 분쟁해결의 방법과 과정을 결정짓는 것은 분쟁의 성격(공개적인가 폐쇄적

인가} . 문화적인 요인(특히 접근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조직적인 수준(분쟁처리과정의 단

순성 · 복잡성여부) 등이다 72) 여기서 전자의 요인은 분쟁의 개념 자체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킨다. L. Nader & H. Todd73 ) 의 설명에 의하면 분쟁의 전행단계는 원망-갈둥-분쟁으로

진행되며 이 순서에 따라 그에 관여하는 인원도 1인 (monadic}-2 인 (dyadic}-3 인( triadic) 의

구조를 이룬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법체계 내에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념상 3인

구조， 즉 당사자간에 특유한 문제에서 벗어나 제3자외 개입을 허용하는 단계에 이르는 경

우만에 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

성을 추구하는 법의 속성상， 이 제3자의 역할도 순수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외

판단이나 조언에 그치는 한정된 역할이 아니라， 적어도 관련된 준거집단의 일반적 가치나

감정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나름의 독자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분쟁을 ‘권위적’으로 처리

하는 수준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전통적인 분류법상의 중개나 조정과 같은 분쟁해

결장치는 법체계의 분석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법과 사회’ 운동의 연구물에서 이 모든 분쟁의 유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법원을

중심으로 한， 제3자의 독자적 기능이 요구되는 분쟁해결 메커나즘을 여타의 것과 대비시키

고 그로부터 일정한 설명점을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법의 분쟁해결 기능에 관한 분석에 있어 전통사회 모텔과 현대사회 모텔의 양분볍적 논

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Durkheim 이 사회분업론에서 가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

대， 교정적 법과 보상적 법을 구분하고 그것을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각각 대응하는 것

으로 전제한 논리는， 그대로 단순하고 분화되지 않은 사회와 복합적벼고 분화된 사회에서

의 분쟁해결의 방식의 차이로 대입된다. Schwartz & Miller74 )는 완전하게 발전한 법채계에

72) B. Yngvesson & L. Mather, “ Courts, Moots, and the Disputing Process," in K. O. Boyum & L.

Mather, eds., 깨. cit.. p. 51.

7:~) L. Nader & H. Todd, eds., "Introduction," in The Di‘:putinR Pmceχs-LωV ill Ten sfκ ieti，ι‘，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 pp. 14-5.

74) R. D. Schwartz & J. C. Miller, "Legal Evolution and Societal Complexity," Ameri，αm)oun!al 끼‘

Sociolo‘gy, voL 70, 196,t,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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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분쟁해결방식으로 상담(counsel) ， 조정 (mediation) 및 경찰(police) 로 구분하고，

단순한 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이 3자가 공히 나타냐고 있음이 특정적이라고 하였

다. 이것을 연대기적 서열로 규정한 것은 H. Wimberley75)의 저작이다. 그는 사회발전의 단

계와 분쟁해결방식을 연결지우면서 위의 세 가지 방식에 법원이라는 요소를 산입한 것이

다. 그래서 그는 조정이라는 방식은 특히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되어 었는 동질적인 소규

모 집단에서 효력을 발생하며， 상이한 종족이나 집단이 복합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적절치

봇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결론적으로 분쟁해결방식은 일정한 방향을 따라 발전하며 그 과

정은 제3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발전론적 사각은 그 이전부터 암북적으로 주장되어 왔먼 것76)이기는 하지

만， 특히 1970년대에는 거의 주류적인 경향을 이루었다. B. Yngvesson & L. Mather77) 가

적절하게 정리하고 있듯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분쟁해결과정이 보다 화합적이며 제3자의

역할이란 ‘촉진자(facilitator) " 또는 조정자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그 구조가 2면적 관계

로 형성되다시펴 한다。 그래서 분쟁의 대상인 이해관계조차도 전통적인 맥락에서 양 당사

자간의 관계여하를 포함하여 아주 넓게 규정되며 아는 그 사회가 대면적 관계로 구성되면

서 비교적 가치공유적인 평둥주의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쟁

해결방식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점차 보다 강제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합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그 결과는 법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다 78)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 대한 벼판도 없지는 않았다. 이들의 분류와 관계설정은 지나치게

정태적이자 일정한 면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Gibbs79) 의 보고와 같이

부족사회의 분쟁처리에서도 양자택일적 결정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재하는 규

범 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는 부족사회에서도 L. Nader & D. Metzger8°)의 분석 과 같이 상

75) H. Wimberly, “Legal Evolution: One Further Step," American .!ourn“loj'SocioloRY, vol. 79, 1973, p. 78.
76) 예컨대， V. Aubert, “Competition and Dissensus: Two Types of Conglict and of Conflict Resolution,"

.!ournal (.끼 Conflict Resolution, vol. 7, 1963.

77) (.ψ cit., pp. 52ft.

78) 이러한 분석을 하고 있는 예는 부지기수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A. Sarat & J. Grossman, “Courts

and Conflict Resolution: Problems in the Mobilization of Adjudication," AmeriαIII Political sc…Ice

Reviell‘, vol. 69, 1975; R. Kidder, “Afterword: Change and Structure in Dispute Processing," lιIII’ &

Society Review, vol. 9, 1975: R. Danzig, ‘ Toward a Creation of Complementary, Decentralized

System of Crinlinal Justice," StatψIrd Lall‘ Review, vol. 26(1) , 1973: E. A. Fisher, “Community

Court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Criminal Adjudication," American if，ηiversity LωI'Rεview ， vol.
24, 1975 둥 참조.

79) J. L. Gibbs, “The Kpelle Moot: A Therapeutic Model for the Informal Setlement of Disputes,"

Africa, vol. 33, 1963.
80) L. Nader & D. Metzger, "Conflict Resolution in Two Mexican Communities," in D. Black & M.

Mileski, 에J. cit“ L. Nader, 이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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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따라 타협적이 아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결정이 형성되기도 한다. 결국 전통시-회에

서는 조정이， 현대사회에서는 심판의 방식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동원된다고 하는 기존의

이론플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81)

2) 분쟁과 법원

‘법과 사회’ 운동연구에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특정지을 수 있는 것은 법원에 대한 관

심이다. Friedman 82) 이 잘 정려하고 있듯이 이들은 볍원 자체도 법체계의 하나의 하워체계

로 상정하면서， 법원체계로외 투입요소 및 그 쟁향， 법원의 산출 과정과 유형들(즉 법원의

업무) , 조적으로서의 법원의 내부적인 관계들， 법원과 주변적 환경과의 관계 동에 관하여

나름의 조사왜 분석을 행하고 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떠올랐던 것

은 법원을 통한 사안의 처리가 분쟁의 해결얘 도움이 되는가의 문채， 죽 법원의 분쟁해결

가능의 효율성의 문제였다. 기소율(litigation rate) 이나 법원의 업무량， 볍원의 업무의 유형

및 성격， 상소사건의 유형화와 상소요인 분석 등은 그 나륨왜 의미와 더불어 전채로서의

볍원조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차료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에 그 사안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그 성향에 관

한 분석은 일단 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의 분석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 사회

내에서 기소율이 얼마이냐의 문제는 분쟁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의

문제와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Durkheim의 테제(보다 정확히는 M. Weber

의 형식적 합리성 개념과 결합된 테제)- 사회분화와 발전에 따라 볍원외 이용이 늘어난

다 - 의 검증의 문제와 연결된다. 실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등이 사회 내에서 발생하

는 분쟁들이 모두 법원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포기확거나 인내， 회피， 도피， 자력구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 자체를 스스로 해결해 버리거나.83) 아니변， 당사자간의 혐상84)

이나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처리방식에 의하여 넘껴버린다. 법원에 그것이 제기된다

할지라도 소의 취하나 불출석， 화해， 사건의 소멸 품의 형태로 ‘심판’ 에 이르지 않고 처려

8없1) W. L. F. Fe려빼Istir띠mer，ι’ uηInflu뾰Ie히ncκce않s 0아f S。∞CI때a때lOr땅gar때illι없zationαon on D미ISpU따It않e Prace않ssmg，’"’ μωII…‘w’ t“WIηIII띠£IαSoα)κκci떠i

vol. 9, 1974: Vago, ψ cit., pp. 182-186, 188-9: B. Yngvesson & L. Mather, 깨. cit. , pp. 57-9 참조.

82) L. Friedman, “Comparing Courts Across Time and Space: m: K. O. Boyum & L. Mather, eds.,
tψ. clf.

83) A. O. Hirshman, Exit. Voice α1£1 Loyalty: Rιψonses to Decline in Firm“’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Felstiner, (ψ.cit.: Merry, “Going to Court:

Strategies of dispute Management in an American Urban Neighbourh∞d:’ μIW ωIII Society Rε'/I 'ell ‘1

vol. 13, 1979.

84) E. R. Miller & A. Sarat, "Grievance, Claims and Disputes: Assessing the Adversary Culture," Law

alld Soddy‘ Review, vol. 15,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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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도 상당수를 차지한다켜5) 이 지점에서 의당히 이러한 다양한 법행동 유형들을 결정

짓는 요인이 무엇인가의 의문이 나타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요인은 법원에의 제소율에 대하여 正의 관계를 가진

다는 점은 수많은 학자들이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S. Goldman & A. Sara랜6)가 제소성향

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요인들 중 첫 번째로 사회발전을 꼽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사회의 분화정도， 복잡성， 기술의 발달 둥은 분쟁이 주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게

만들며，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하고 법원을 통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는 이질적이며 세

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상이한 준거집단들 간의 교류는 특쩡한 규범을 따라서 이루어

지기 때문이지도 하다 87)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는 무수한 반론과 반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88) 사회 내의 모든 분

쟁이 법원을 통하여 처려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소수만이 법원으로 오는 상황에서 법원외

적 분쟁처리방식의 발달여부89)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회구조와 제소성향을 대응

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이들의 주된 논조이다.

H. Ehrmann 90)으로 대표되는 학자들이 틀고 있는 법문화적 요인은 사회발달이라는 요인

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 외에도 법감정이나 습속， 관습들

을 추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주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설명은 그럼에

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수를 고려에 넣고 또 구조화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그 변수들을 측

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혀 상이한 설명이 가능한 만큼， Ehrmann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듯

이 커다란 설명점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91)

85) L. Friedman & R. V. Percival, “ A Tale of Two Courts: Litigation in Alameda and San Benito

Counties," lμι씨n…‘II'’ andSoαlκ)c/α‘'/et}ηy’ Re낀v녀’·it

Toward and Beyond a Jurisprude밍nce of Judicial Competence: lι“ “nd Socicty Review. vol. 14, 1980.
86) 그 외에도 그들은 주관적인 비용-편익분석， 및 국가기관에 의한 뀐리 a 구제관념의 조성 동을 제소

성향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op.cit.(1989). p. 41-43.
87) Barton, 1975: p. 574.

88) S. Goldman & A. Sarat, 깨. cit.: L. M. Friedman & R. V. Percival, (ψ. cit: R. O. Lempert, “More

Tales of Two Courts: Exploring Changes in the ‘Dispute Settlement Function’ of Trial Courts,·

L“wandSocκηReview. vol. 13, 1978.

89) ]. ]. Toharia, ‘ Economic Development and Litigation: The Case of Spain: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the Sociology of the Judicial Process, University of Bielefeld, 1973. p. 40은， 법원으로

의 제소량은 법원이 형성하는 각종의 제한이나， 절차， 비용의 함수일 뿐 아니라， 나아가 법원 외적

분쟁처리장치에서 나타나는 제한， 절차， 비용의 함수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90) H. W. Ehrmann, Cm끼')arative Legal Cμ[ture.l. (Englewood-Cliffs, N.J.: Prentice Hall, Inc‘, 1976): T

Kawashima, op. cit

91) 그 외에도 R. Abel, "A Comparative Theory of Dispute Institutions in Society," Lωj' and Society

Review. vol. 8, 19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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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히려 법원이나 볍체계가 제소성향을 조정하고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조차 가능하게 한다. 절차적 규제의 완화 또는 강화， 소송비용의 증

감， 선례의 교육적 효과， 화해의 유도 등 다양한 방법 92)으로 법원이 스스로 제소성향을 통

제하거나， 또는 법체계가 법조인 특히 변호사의 수를 조정하는 방법93)으로 당사자들이 법

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지도 한다. 또는 새로운 권리의 인정이나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면 그와 관련된 소송이 급증하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다 94)

법원이 처리하는 업무량(case load) 은 이 제소경향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적 맥락에서 분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

였다. S. Kri허OV95) 에 의하면， 법원의 업무량을 분석하는 툴은 벼용 - 면익분석에 입각한

공리주의적 관점， 사회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관점， 균형과 조직내적 수요

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분석， 그리고 규범주의적 관점을 들고 었지만 r법과 사회」운동의 주

된 흐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주의적 관점에 기울어져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수요， 즉 사회내의 분쟁의 증가를 중심으로 법원의 업무량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체계 내적 요구에 의하여 법원이 스스로 업무량을 통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틀어 1. Haley96) 의 중국과 일본 법원의 연구에 의하면， 이 법원들은 쩨로운 소

송수요가 나타나면 관할권 특히 사물관할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과중한 업무량을 회피하

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뿐만 아나라 법원은 당사자적격이나 집단소송의 문제 둥에 있어

나름의 권한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그 업무량을 통제할 수 있다 97)

아울러 법원은 그에 특유한 조직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하거나 제어하는 방법에 의하

여 단위 사건당 비용을 축소하는 방법도 이용한다. 예컨대， A. S. Blumberg 98 ) 는 국선변호

인이 법원 내에서 하는 역할의 분석을 통하여， 변호사 역시 법원의 한 조직원일 따름이며，

많은 경우에 법원의 다른 구성원들 - 법관이나 서기， 행정직원 둥 - 과 더불어 사건을

92) R. Lempert, op. cit.

93) Goldman & Sarat, (ψ. cit. (1989) , p. 42.

94) Lempert, 깨 cit., pp.97-8. 또는 집단소송이나 시험소송， 공익소송 풍의 증가도 설명점을 제공한다.

Ehrmann, 깨. cit. p.85: J. B. Grossman & A. Sarat, ‘ Political C비ture and Judicial Research," in J.
B. Grossman & A. Sarat, eds., American Court Systems, (N.Y: Freeman, 1978) 둥 참조.

95) 에Theoretical Perspectives on Case Load Studies: A Critique and a Beginning," in K. O. Boyum &
L. Mather, 깨. cit

96) J. 0 , Haley, “The Myth of the Reluctunt Litigant: ‘in끼”’”…'un께7끼Ie띠t“띠ill“o끼ifμJ“이Ipa‘aωmeιe.l'ι、

97) H. Jacob, “Judicial and Political Efficacy of Litigants: A Preliminary Analysis," in J. B. Grossman

and J. Tanenhaus, eds., Frontiεr.l' (if'hμlicial Research,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9)는 당

시자 적격의 문제 및 사법심사가능성의 문제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사회집단간에 이루어지는 일종

의 타협의 결과이며 따라서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있다. ioumal 깨JeψωIιι Stud，떠， vol. 4.

98) A. S. Blumberg, ‘ The Practise of Law as Confidence Game," in: V. Aubert, ed., Socio!r씨V 이

Lan’, (Harmondsworth: Penguin Bo아{s，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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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법원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고 재구성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법원은 비공식적으로 확대된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은 인

적 유대， 정보나 기술의 공유 둥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과 업무를 통제하는 셈이다 99)

3) 한계

전통적으로 가장 주요한 법의 기능 중의 하나였던 분쟁해결은 그것이 제3자의 개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도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동시에 사회통제 및 자원분배의 기능과 중

첩되는 것여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60년대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시기였다는 점도 의미

를 가진다. 1954년 Brown 사건을 통하여 그 위력을 과시한 바 있는 NAACP를 비롯하여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나아가 월남전을 계기로 전개되는 반전운동 등은 그 당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사회계층의 분화와 맞물리면서 그 투쟁의 장을 법원과 같은 법과정

으로 옮기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각종의 운동세력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방적인 법원을 통

하여 홍보하는 전략과 법을 통한 승리의 쟁취라는 전략이 작용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동사에 국가나 법체계가 이 사회적 대립의 틈새에 개입하여 6법’의 이름으로 이들을 통제

하고 사회적 자원들을 배분하는 일종의 지배전략이 숨어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라. 법과 사회변동

Durkheirn의 명제에 의하면 볍은 사회구조의 종속변수이다. 하지만 ‘법과 사회’ 운동에

참여하였던 학자들은 이점과 더불어 New Deal과 금주법의 경험을 상지하면서 법을 통한

사회개혁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의는 일단 법의 자율성 · 독립성이라는 속

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보자면 어떠한 법적 결정， 즉 법체계로의 투입요소가

법적 변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볍집행의 산출이 사회변화라는 결과를 야기함을 의미한

다 100) 따라서 이 논의는 (주로 정치적인) 정책이 법을 매재로 사회를 변화시킴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체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6·7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의 조짐을 예상하고 있던 6법과 사회’ 운동참여

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소재였다.

99) 이 러한 점 에 대한 연구는 P. M. Blau & W. R. Scott, Fonnal 0，자lIIizations.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 1962) , p. 143-144: G. F. Cole, “Criminal Justice as an Exchange
System," CωndenLawReview ， vol. 3, 1971; J. Eisenstein & H. Jacob, FelonyJusti.ι e. An Organizational

Analysis oICriminal Court, (Boston: Littl, Brown and Co., 1977) 등 참조.

100) 대표적인 분석이 미국의 고용평둥법 (the Economic Opportunity Act, 1964) 의 입법과정을 분석한

B. G. Landen, “Group Theory and Individuals ‘ The Origin of Poverty as a Political Issue in

1964," Western PolitiωIQuarterly ‘ col. 24, 1971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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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r101 ) 가 볍과 사회변동과의 간극(lag) 을 설명하면서， 법이 주요한 사회변동으로부터 나

타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회적 행위나 일반적으로 볍규법에 대하여 가지

는 의무감정이 법이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경우 간극현상이 나타단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법

과 사회변동이라는 것이 일면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임을 발한다. 실제， 법과 사회변동

이라고 할 때 Vag。의 언급처럼 변동의 관념을 이전과 다른 어떠한 행위 또는 구조의 동장

102) 이라는 형태로 설명할 경우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오히려 이것은 법규벙과 사회적 행위 또는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그

간극을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 유도할 것인가의 시각에서 넓게 접근하는 것이 보다 ‘법과

사회’ 운동의 논의 방향을 설명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6법과 사회’ 운동펙

연구방향이 주로 법규범을 매개로 하는 사회변동， 즉 법을 통한 사회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되지 않은 쩔과의 문제나 법수정을 통한 간극의 해소문제

또한 그들의 연구대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하의 서술은 원래의 왜

도， 즉 법을 통한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피되， 동사에 필요에 따라 사회변동

에 따른 법변동의 문제까지도 더불어 살펴볼 예정이다.

1) 법을 통한 사회변동

법이 사회변동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Ehrlich1.-} Bentham, Pound 둥

의 저작에서도 제기되어 왔었다. Bentham은 그 당시의 산업화에 부응하는 공려주의적 입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Ehrlich는 인위적인 법명제가 법적 사실의 변동을 야기하고 그

결과 사람들의 행동을 지때하는 행위준칙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논지를 조심스럽

게 언급하고 살아있는 법과 볍명제 도는 자생적 법질서와 의욕된 법질서간의 순환과정을

말한다103) 특히 R. Pound의 원시볍단계， 엄격볍단계， 형평볍/자연볍단계， 법의 성숙단계

및 법의 사회화단계로 구분되는 법발달단계론은， 어느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즉， 볍의 혼재상태에서는 확실성과 안정의 요구와 변화의 요구가 변증볍적으로 발전하제

되며， 각 단계가 지향하는 목적들(위의 단체에 대응하여 각각， 평화유지， 확실성과 통얼성

확보， 이성의 실현， 개인적 권리의 보장， 개인주의의 극복과 보다 큰 사회이익의 실현)을

실천을 위하여 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04)

101) Y. Dror, “Law and Social Change: (1959) in V. Aubert, ed., 깨.띠.

102) Vago, pp. 223-4.

103) E. Ehrlich, (w. L. Moll, tr.) , !·'uIlJame l1fal Prillcipl<ι.\' ofthe 51κ'io!l씨y ofLllH'< (Russell & Russell,

1962[1913J) , p. 189.

104) 이 에 관한 설명 및 평 가에 대하여는 A Hunt, The SoL'io!l새ical Movemεnr ill!.ιm ’. (Philadelp비a:

Temple University Press, 1978) , pp. 29-3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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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러한 법의 도구적 개념화는 이론적인 차원에서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다 많

이 목격할 수 있다. 의회의 제정법이 법체계 내에서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

대적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적 • 정책적 지향이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그 시행을 통하여

사회변동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은 특히 신생독립국이나 새로이 둥장한 사회주의국

가 뿐 아니라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새조차 부지기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Dror105)는 입법

에 반대한 Savigny의 논의를 현실과의 상치를 이유로 배척하면서， 법에 의한 사회변동은

현대사회의 특정 중의 하나라고까째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하여 ‘법과 사회’

운동의 연구자들을 자극한 사건은 New Deal과 인종통합을 선언한 Brown 사건이다. 전자

의 경우는 이미 언급되었거니와， 인종간의 평둥이라는 헌법요청을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접

근하여 인종분리가 흑인의 열둥감을 조성하고 그것이 차별이라는 사회적 결과에까지 이름

을 지적하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일련의 인과적 e 정책적 판단을 내린 이 Brown 사건

은 그 이후의 통학버스정책 풍 다양한 후속조치들을 둘러싼 논쟁들을 롱하여 사회의 개선

을 위하여 법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 조건은 어떠한가의 의문으로 나아값

던 것이다1(6)

Dror107)는 법의 지배의 원칙과 사회적 행위의 수단으로서의 법을 이용하는 도구적 법관

념간의 갈둥을 염두에 두변서， 법이 사회변동에 작용하는 방식을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법이 일정한 사회제도를 형성 · 조성하고 그 사회

채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회적 결과， 즉 사회적 행위의 정착을 실현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법이 직접 최종적인 목적에 봉사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후자의 방법론은 ‘볍과

사회’ 운동에서 법과 사회변동을 설명할 때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체제변동

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또 요구받고 있는 신생독립국이나 새로이 사회주

의체제로 이전하게 된 소련 동의 경험을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Dror는 Turkey의 서

구법 계수과정을 분석하면서 주로 상업 둥 도구적 성격을 가지는 법영역의 변화는 인격이

나 신념과 관련한 제도영역에 대한 법의 변화보다 월등한 효율성을 보임을 보고하였다.108)

105) Y. Dror, op. cit., p. 92.

106)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E. M. Schur, Lωl' and Society,(New York: Random House, 1968) , pp. 135

9; J. Mayhew, “Women at Work: A Lawyer discusses the Legislation Relating to Women

Employees," in: P. Carlen, The Socio/ONY (끼Law ， (Hanley: Wood Mitchell & Co. Ltd., 1976) 둥 참

조

107) (ψ cit.

108) Y. Dror, op.cit., p.96: H. Timer, “Civil Marriage in Turkey: Difficulties, Cases and Remedies,"

lnt，εmationa/Socia/ Sci，εnceBullι，tin ， vol. 9, 1957. 그러나 그 이후의 보고에서는 도저히 개혁될 것 같이

않던 혼인법과 관련하여 한국전 참전용사의 미망인들에 대한 원조제도가 볍률혼의 수요를 야기하

였고 이를 계기로 공식적인 법체계를 이용하는 빈도가 급증하게 된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J.

Starr & J. Pool, “The Impact of a Legal Revolution in Rural Turky," l.ι1I1'andSocieη ReI낀1\’， vo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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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대표적인 예를 툴고 있는 B. Akzin109)은 형사처벌을 담보로 17세 이하의 여성의 결

혼을 금한 이스라엘 결혼연령법(Marriage Age Law, 1950)은 혼인신고의 회피만을 초래하

였을 뿐，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사회적 관행과 신엽이 존재하는 영역에

서의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노력은 법회피의 행태로 인하여 효력이 감소됨을 주장하였

다 110) 하지만， Schur는， 소련의 사회주의볍채계의 발전과정을 5단계로 분석한 H.

Berman l1l )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법의 소멸을 지향하였던 소련에서의 법은 이데올로기나

국가계획에 종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법은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동태적으로 사

회변화에 반응하면서 전체 시민을 사회주의화 시키는 도구이자 하나의 교육수단으로 기능

하여 왔음을 지적한다)12)

이들은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Dror가 제시한 직접적/간접

적 측면 113) 외에도 기존의 규범질서를 제도화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와 새로운 절차적 기회

를 창출하는 경우의 구분， 또는 적극적 계획 (planning) 과 소극적 저지 (disruption) 의 구분

둥의 방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전자의 구분에서는 기존의 규범들에서 나타나는 권리나 지

위를 해석이나 적용상의 확대/축소를 통하여 새로운 상황을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예를

들자면， 연방대법원의 기본권 확장적 결정 등)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만들어 법률구조제도를

완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의 구분은 Friedman 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계획이나 사회계획 둥을 정초하는 입법과 기존의 사회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규

제하는 입법의 대비로 나타난다 114)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단지

관점의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1974 경제영역에서의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효율성은 W. Hurst, L“’‘’ alld Ecollomic GrOll ’th: The

Le‘galllistmy 끼 Lumher Illdl씨ryill Wi,’‘ollsill. 1836-1915,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 pp. 225-39에서 잘 규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법은 행위기대의 준

거를 마련하고， 증기선 운항에 관한 조직과 준칙을 형성하고 나아가 공동체 내의 권력의 배분을

행하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09) B. Akzin, “Codification in a New State: A Case Study of Israel," Ameriα/II Journal ofComparative

Lμw. vol. 60, 1956.

110) 기 타， D. S. Lev., “The Lady and the Banyan Tree: Civil-Law Change in Indonesia," Americall

Journal 끼 ('III’lparmive La \l', vol. 14, 1965는 인도네시아의 예를， 그리고 J. H. Beckstrom ,

"Transplantation of Legal Systems: An Early Report on the Reception of Western Laws in

Ethiopia," Americall Journal o!'Comparath’eL“”’, vol. 21, 1973는 에티오피아의 법전화의 예를 설명하

고 있다.

Ill) H. J. Berman, Justice illthe U.S.S.R., (New York: Vintage Bo아{s， 1963).

112) E. Schur, 깨. cit., pp. 116-121. 또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사회주의법의 수용과정은 G. Massel, /ψ. cit.

참조.

113) Dror, 끼J. cit.

114) Friedman, 이J. cir.(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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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변동의 수단 내쩌는 요인으로서의 법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뜰도 긍정적， 부정

적인 양측면에서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S. Diamond115) 가 이중제도화(Double

Institutionalization)를 선언한 P. Bohannan116)을 비판하면서 관습과 법은 상생적이나 보완

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결론을 내려고 있는 모습에서 법이 사

회내에 부과되어 나름의 작동기제를 통하여 현실화하는 과정은 기성의 사회질서와의 충돌

의 과정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법과 사회변동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소의 도출이라는 과채가 나타나게 된다. 실

제 법이 유효한 사회변동의 수단으로 작용하자 위하여는 그 법규범이 지사하는 바가 사회

구성원들의 행워준칙으로 그때로 수용되거나 또는 강력한 제재장치에 의하여 그 실현어

담보되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요소 - 채도화(institutionalization) 와 내재화

(internalization)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나름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7) 이에 Vago는 W. M. Evan1l8 ) 이 발하는 제도화의 성공요인들 즉，

@법근원의 권위성，@기존의 가치관과의 양립가능성，@실제모텔의 제시，@조속한 집행，

@집행기관 자신의 볍규 준수，@제재에 의한 담보 및 @법침해자의 권리보호까지도 포함

한 법집행의 합리성 둥의 요인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법이 사회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정

보， 즉 메시지의 내용이 확실하여 법내용이나 절차， 집행상의 애매모호성을 배제하여 법이

지향하는 바가 수범자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할 것119) 과， 법집행기관의 민감한 대응과 엄

정한 법집행의 의지를 추가하고 있다 120) 결국 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권위， 가

치， 법집행기관 빛 제재의 네 가지의 문제영역으로부터 바봐보고 있는 것이다.1 21 ) 내재화의

문제는 심리학적 · 교육학적 고찰이 요구되지만， 앞서 언급한 Gusfield122 ) 의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정부 또는 관리들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행위한다는 인식을 바탕으

로 사회적인 도덕심을 나름대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일탈적인지를 선택하

기도 한다고 보았다. 실제 피 z채자 없는 범죄의 입법 및 집행의 과정을 따라 의회나 법정이

115) S. Diamond, ‘’The Rule of Law versus The Order of Custom," in D. Black & M. Mileski, 깨‘ ell.

116) P. Bohannan, “The Differing Realms of the Law," in D. Black & M. Mileski., 이J， ell

117) Evan, (ψ. cit., 1965, p. 287.

118) 깨. cit. , pp. 288-291.
119) 이 법전달의 문제는 노르왜이의 가정부 근로조건에 관한 개선법률에 대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

고 있는 V. Aubert, “Some Social Functions of Legislation," in V. Aubert, ed., 깨 띠에서 실증적

으로 언급되고 있다

120) Vago, p. 232-3.
121) 이에 대하여는 Vago, 깨. cit., 233-238 참조. 다만， p. 238의 J. S. Mill에 관한 원용부분은 그것이 별

도의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성 또는 사회적 가치와의 합치의 세부적인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2) J. R. Gusfield, (ψ. α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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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하나의 察構(ceremonial and ritual performance)를 통하여 어떻게 이들이 사회의 윤리

나 도덕을 통제하고 또 조정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요컨대 사회적으로 인정된 권위 장치

로부터 법은 나름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원틀의 의식이나 인삭 자체

의 변동을 야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1앙)

2) 법원을 통한 사회변동

법원은 사회변동을 위한 최전선의 법기관이다. Friedman 이 적철히 지쩍하듯， 미국에서의

사법부의 기능은 여타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념져다 볼 수 없는 영역에까지 확장된다.

Brown 사전의 예에서 보듯어 사법심사제도를 바탕으로 자가 냐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법판단에 이르는 모습은 미국의 특유한 모습인 젓이다. 특히 60·70연해의 진보

주의적 Warren 법원의 태도는 정치체와는 별개의 구조를 하고 있는 볍체계 다}에서도 일정

한 정책목표설정과추구행위가 동시에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 당시 활발하채 진

행되었던 시민운동， 인권운동의 상당부분이 공익소송이나 대표소송의 방식으로 법원의 볍

해석을 통하여 그 소정의 목책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던 정은 이라한 관심을 더욱 차극하

는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볍형식주외가 전제하고 있던 법의 효력애 관한 벼딴척 입

장에 기반하다보니 법원의 실효성에 대한 긍정적 분석보다는 부정적 분석이 보다 많이 나

타난다. 특히 미국의 사법심사제도가추상적 큐볍통제방식이 아나라 구채적 규범통쩨의 벙

식에 의거하고 있는 만큼， 애떠한 법원(비록 연방대법원아라 할지라도)의 쩔정이 그대로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지는 법규범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나름악 한계는

가진다. 이 점이 잘 나타나는 것이 R. Birkby124) 의 보고서이다. 그는 공립학교에서 성경강

독 및 주기도문 낭송을 강요하는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샤한 연방대벌원의 결정 1잉)이 어떠

한 결과를 야기하였는가를 알펴보았다. 테네시주외 전체 121개 교육구 중 707ij 구는 주법에

따라 그러한 종교행위를 계속하고 있었고. 51개 구만이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이

후자의 51개구도 l개구만이 종교행사를 혜자하였을 뿐 나I껴자 507ij 구는 거의 대부분 학급‘

담임교사의 재량에 맡겨 버혔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각 교육위원확의 위원들이 가지는，

법원에 대한 태도와 종교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적극/소극외 구분에 따라 상관관계

를 조사하여 나름의 관련성을 도출하면서 법원의 권워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123) 그외 법의 실패의 예로， A. Sinclair, Prohihit싸I:ηIe Era (!/1:xcee, (Atlantic: Little. Brown and Co.•

1962) , pp. 179-214 참조.

124) R. K. Birkby, "The Supreme Court and the Bible Belt: Tennessee Reaction to the "Schempp'

Decision," MidI\'ε.It Journal o/PolitiωI Science. vol. 10, 1966.
125) Sch∞I District of Abington Township v. Schempp, 374 U.S. 203(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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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번의할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따)

반면， Miranda 원칙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보 흐른다127) 대부분의 경찰플

이 미란다 선언을 상대방이 알아 들을 수 없도록 웅얼거리거나 단어를 생략/첨가하는 방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집행할 따름이라고 한다 128)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원의 결정이 가지

는 사회변동의 효력의 한계는 인종간의 평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단적으로 드러

난다. 인종통합을 선언한 제1차 Brown 사건(1954)과 인종통합의 실천방법을 선언한 제2차

Brown 사건(1955), 그리고 역차별을 선언한 Bakke 사건 등(1978)의 일련의 결정들은 특히

남부 주를 중심으로 극렬한 반발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정치분제로 비화되면서

일련의 입법조치들을 통하여 거의 형해화되는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제1차

Brown 사건에 동조적이던 분위기가 구체적인 판결집행의 문제에 이르는 제2차 Brown 사

건에서는 급변하여 1956년에는 납부주틀을 중심으로 선언문까지 나오면서 반대여론이 높

아지다가 급기야는 Nixon 대통령의 1972년 연두교서에서는 버스통합을 지연하겠다는 의지

까지 표명하게 된다. 1974년의 평동교육볍 (the Equal Education Act)나 1982년의 개정볍

둥은 이를 입법화한 예이기도 하다 1잃) 법원의 법선언 기능은 정부와 의회가 무엇을 하여

야 하는지는 명시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적인 법집행의 수단을 갖지 못한 법원으로서는

단순히 정부나 의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관이나 부작위 속에서 일반인들의 반발이 제기될 경우는 일반적인 법규

범의 집행과는 달리 그 어떠한 강제력도 발생할 수 없다는 힌계를 가진다.

3) 한계

Durkheirn 이나 Weber 또는 Maine 퉁으로부터 추론되는 법발전론은 확실히 「법과 사회」

운동을 저변지웠던 틀이다. 수많은 비판과 반증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사회와 현대사회， 미

분화 사회와 분화된 사회， 그리고 형식적 · 전문적 합리성에 입각한 사회 둥의 대비적 관념

은 볍현상을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던 이들의 분석에 아주 합당하고도 손쉬운

준거접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Poundy. Bentham식의 도구주의적， 공리

126) 이 결정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추후 E. Katz, “ The Supreme Court in the Web of

Government: The ACLU, The Supreme Court, and the Bible," Ph.D. thesis, Columbia University,
1966, p. 237ff에서 검증되었다. 그는 교육구에 대하여 중앙집권적 통제력을 가지는 주일수록， 그리

고 주관리들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할수록 종교행사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127) Bordura & Reiss, “Law Enforcement,: Ill: Sewell & Wilensky, eds., The U.κ o(Socioloν，

(Lazarsfeld, 1967) 참조.

128) M. Wald, et.a!., “Interrogations in New Heaven: The Impact of Mπanda ，" Yale Lal\' ReI’eiu’. vo!. 76,
1967.

129) 자세 한 것은 R. H. Birkby. The ( ’'ourl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83) , pp.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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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사고는 법이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나름의 독자적인 기능성을 가친다는 사고틀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비교법적 분석은 이러한 대비가 하나의 이론

의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비교의 기준으로 활용되었고， 법의 실효성을 분석함에 있

어서는 도구합리성의 관념에서 법의 목적을 미리 주어진 것으로 확정시키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실제 두 사회를 통시적 。 공시적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도 두 사회 모두에 다양한 법

체계와 법문화가 다충적으로 혼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어떠한 법체계 - 법문

화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그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입법의 과정 자체가 정치적

타협이나 권력의 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

한 정치세력들이 당해 법률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이나 수단인식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분석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주어진 것， 즉 상수로 전제한

위에서 그 법의 실효성， 효율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사회변동의 動因으로서의 법이 가지는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들이다.

예컨대， Vago는 그간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법을 통한 사회변동에 저항하는 요소로서 기

득권， 사회계충의 분화， 이데올로기적 문제， 이익집단 동의 조직된 세력들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습관， 풍기화의 문제， 무지， 선택적 관점， 도덕의 문제 둥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운

명론이나 인종주의， 불친화성， 미신 둥의 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들고 있다 130)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특히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은 형식화 • 전문화된 정치과정에서

제대로 그 이해관계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한 집단들의 의식 또는 생활양식을 분류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소위 정치엘리트 또는 법엘려트들의 결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규범

의 수용장애 현상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Vago의 정리나 Friedman의 slack 이론들은 정치나 권력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 위애서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성공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영역들은 거의

대부분 Weber적 의미에서의 전문화， 형식화된 법영역 또는 Durkheim적 의미에서의 유기

적 연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다. 즉 경제 또는 정치의 영역이다. 반면 실패로 언급되고 있

는 영역은 문화적， 사회적 영역이다. Dror의 가설이 어느 정도 검증되는 이러한 현상은 한

마디로 규정하자연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적 영역에서만 법을 통한 사회변동이 채대로 이루

어칩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미 법이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었는 부분으로 사회적 자원

의 배분 - 경제적 재화 또는 용역의 배분， 정치챔 권력의 배분에 관한 것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이미 정치와 경제체계에서 처리되거나 해쩔된 것을 재확인하는 의미만을

가질 따름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 경제적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부과확는 이 법규범들은 그

것이 배경으로 하고 었는 권력성으로 의당히 실천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사회적 · 문

13이 Vago, 끼J. cit., pp. 2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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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영역에 대한 ‘개혁입법’들은 다분히 상징적 의미에 그친다. 금주볍이나 획해자 없는

범죄， 인종통합， 지도사건， ‘근대적’ 혼인법제 둥은 사적 도덕의 영역에 관여하고 내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행이 힘든 것 131) 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내면화를 곤란하채 만드는 요

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통상 ‘법과 사회’ 운동의 연구자들은 이

부분 역시 사회적 · 문화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과 시

회’운동의 한계와 이념적 면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4. ‘법과 사회’운통의 한계

가. 풍요 속와 빈곤과 보수화

전후의 변영으효 사작되었던 ‘법과 사회’ 운동은， 1970년대 중반이후 그 번영과 풍요로움

이 얼부에 편향된 채 또다시 산업부분의 발전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무수한 사회문제와 계

충간의 갈동만 야기하였을 뿐이라는 자각과 더불어，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이 그에

이른 박슨 행정부에서의 보수화 그과정으로 전에되게 되자， 직전까지 미국 사회와 지성계를

지배하였던 진보주의적 이상에 대한 확의가 일어나게 됨으료써 그 존재의의를 잃게 된다.

월남전에서의 패전과 오일파동， 스태그플레이션， 워터게이트 사건， 카터의 진보정치 실패，

그리고 자유방입주의적 보수주의의 풍장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60년대에 이래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었던 합리성에 대한 믿음과 그를 바탕으로 하였던 각종의 개량적 프로그램 자

체의 한계와 무의미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132)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진보주의의 절정기는， 그 이상과 노력에포 불구하고

후기 산업사회로의 발전에 따른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서로

대립하고， 풍요 속의 빈곤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둥과 ‘킬거리범죄’의 증가현상， 빈곤 및 사

회문제를 폐기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 현상， 그려고 별다른 이

익도 얻지 못한 채 기약없는 답보의 상태로 들어가버린 월낚전 - 모든 국가영역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닉슨 행정부의 몫이 되어 버렸다. 1968년부터 시작되었던 닉

슨 행정부는 이를 미봉하기 위하여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통하여 스테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

노선들을 “무질서를 용언하고， 범죄에 대하여 관대하고， 미국의 부유함에 죄의식을 느끼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방해하는 급진적 진보주의자" 133)들의 책동으로 몰아 세우면서 1972년

의 대통령 재선을 계기로 그대로 보수화의 노선을 걷게 된다. 뒤이어 터진 워터게이트 사

건과 닉슨 사엄， 포드 대통령의 취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도 이 흐름을 막지 못하

131) 양건， 천게서， 267면.

132) 이하는 이주영 동 r미국현대사J ， 263변 이하 참조.

133) 이는 1970년 중간선거과정에서 백악관 요원의 발언이다. 이주영 r미국현대사 J ， 266변에서 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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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오히려 그 문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업과 범죄의 증가， 빈곤충의 악화， 패배주의

적 e 벼관주의적 의식의 팽배 동의 현상들은 60년대에 이룰 수 있었던 그 나름의 성과마저

도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지난 시대의 진보

주의가 70년대의 보수주의로 전이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특하 진보주의자들이 그토록 강조하였던 사회적 진보의 정책들이 오히려 계충간왜 갈둥

만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자 이에 대한 재검토외 요청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

다. 국가적 개업에 의한 빈곤퇴치 정책들은 얼부의 흑인들에게는 중산충으로의 상숭 사다

리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와 동사에 그 기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떤 대다수의 흑인들

에게는 무능의 낙인과 보다 열악한 생활환경만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1970년 초반부

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여성운동조차도 701건대 중반으로 정어들면서 실엽률의 증대와 더

불어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대와 절망만을 싱-숭샤킨 채 별다른 성과도 없이 스러져

갔다. 이러한 와중에 카터 행정부의 진보정책조차 사회 ’ 쟁제적 한계상황으로 인하여 무워

로 돌아가차 뉴딜 이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던 신케인즈주외 경제정책 특히 사회복

지정책에 대한 중산층의 반발은 극심해졌다. 1960년대의 낙관주의가 1980년의 비관주의로

대체되는 순간이었고， 이 경제적 난국과 사회적 혼란은 그 해 보수주의의 정점을 이루는

레이건 행정부를 탄생시켰다.

나. ‘법과 사회’운동의 한계

이러한 시대사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낙관주의와 진보주의에 바탕을 두는 개혁주의， 합리

적 과학주의에 입각하고 있었던 ‘법과 사회’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6법과 사회’ 운동의 연구자들이 토대를 두고 있었던 준거

틀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이론상 · 방볍론상의 문제점 134)은 그것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러한 준거를의 적용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정들은 이 준거틀과

그 이념적 지향과의 괴리까지도 설명을 요구하게 되었다. 첫째， ‘법과 사회’운동에서는 내

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던， 개혁이라는 기-치 또는 이념지향적 관념과 과학이라는 현실

지향적 관념이 서로 결합하지 어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냐의 정책목적과 정

책수단이라는 점에서 결부시키면서 그것을 과학주의적 뺑볍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

지만 이 과학주의는 설명만을 지향하였을 뿐 해석의 문제는 전혀 도외시하였던 것이다.

‘법과 사회’ 운동의 지반을 이루었던 볍현실주의는 종래의 법형식주의에 대한 회의적 l:!l 딴

과 건설적 재구성으로 특정지워진다. 여기서는 주류볍학을 이루었던 법도그마의 미결정성，

134) 이 문제점의 지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보다도 T. Kuhn, Thι Structure 이 Sciellli{ic

Re\'()!lItio/l.\(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이 제기하였던 패러다임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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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적 개념이나 권리， 의무 둥의 관계가 가지는 의미내용은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

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의 결과 - 보다 정확히는 개인적 면견에 의한 선택의 결과로 규정

하고， 그것을 합리적， 과학적 규정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법의미의 불확정

성을 볍외적 사회요소들의 메커니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에서도 불확정성， 또는

미결정성의 요소가 그대로 내재한다. ‘법과 사회’운동은 사회 또는 사회적 요인들을 常數

로 보고 이에 따라 법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그 전제로서의 세계의 통일성 · 법칙성

의 문제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패러다임은 그 자체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오히

려 사회나 사회적 요인 그 자체도 의미와 해석에 의하여 전혀 상이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

음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법규범과 법현실의 gap에 대한 분석 역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gap을 분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시된 정책대안으로서의 법규범 역

시 또다른 gap을 야기한다는 문제점， 즉 gap의 순환적 재생산의 현상을 설병할 방법이 없

어진다. 이전의 gap 연구에서 간과되었거나 유의성이 없다고 버려둔 것들이 이후의 gap이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는 이전의 띤구에서 사용하였던 가설 자체

의 엄밀성이 결여되었을 수도， 나아가 분석의 준거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오류를 일관하는 문제 - 연구자에 의한 자의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다. 객관성과 합리성， 검증 가능성으로 대변되는 과학주의가 결과적으로는 그 분석의 대상

을 선정하고 가설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자료플을 수집， 분류하고， 그것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과정 모두가 관찰자와 분석자의 의미부여에 의하며 규정될 따름이다 135) 이에 R.

Gordon 136}은 이러한 비판과 관련하여 기존의 담론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기성상태를 재생

산 내지 재구조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을 뿐 사회변혁을 위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은 경청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위의 의미에서 ‘법과 사회’ 운동이 법규범과 볍현실， 또는 법과 사회를 이분법적으

로 구획하고 어느 하나에 의하여 다른 하나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방법론상의 중요한

하자를 노정하게 된다. 특히 여기서 도출되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지웅 - 도구주의의 문제

는 심각하다. 권력의 본질에 대한 논의들은 이를 부연한다. 권력은 어떠한 물리적 지배나

이익의 관철， 또는 그러한 상태로의 접근 가능성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으로는 그 본질을

135) D. Kennedy, ‘ Cost-Benefit Analysis of Entitlement Problems: A Critique," St，ω!ψrdLιwRet’iew. vol.
33, 1981, p. 387( 김정오 r비판법학의 원천과 쟁점들J， 한국법철학회 편 r현대법철학의 흐름J ， 법문

사， 1996, 254변에서 간접인용)에서 비용 면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을 비판하면서 그 방법론은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당화할 수 있는 조작 가능한 이론틀이라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36) R. Gordon, ‘ Unfreezing Legal Reality: Critical Approaches to Law,"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l‘, vol. 200,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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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다. 그것은 지배자와 피져배자를 동사에 규정한다. 법담론이 가지는 권력성은

바로 여기서 기원한다. 법을 법규범과 법현실로 구분하고 법과 사회를 별개의 존재로 파악

하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 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들이 후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권력성은 단순히 후자의 ‘객관적’ 상

황이나 관계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 전제

를 바탕으로 현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식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다. 사람들은 현상을 주어진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한다. 이때 이 인식과 해석의 준거

를 이루는 헤게모니로서의 법이데올로기가 ‘법과 사회’운동에서 말하는 권력의 주체와 잭

체를 동시에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6법과 사회’운동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들은 법규범이 부과하는 의미

자체의 고정성이나 보편성에 대하여는 진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떠한 법

규범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의미를 설현하기 위한(또는 그 실현을 저해하는)

객관적이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고유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어떠한

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수단들， 즉 법현실들을 통제하여

조정할 수 었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이를 설증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으

로 규명해 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6법과 사회’운동은 법규범의 의미나 법목적의 상대성， 정

치성은 인정하변서 법수단이나 법현실의 상대성， 정치성은 간과해 버렸다. 1. P. Esser &
D. M. Trubek 137 ) 의 말처럼 “사회연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성한다.

연구자가 어떠한 사실의 정확성과 위상을 규정할 때 그 연구자는 주제 설정을 통하여 또

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 연구대상으로서의 사실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이

러한 재구성 작업은 다시 연구자를 재구성하게 된다. 그와 대상은 주제와 지식의 구속하에

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식의 권력성이자 정치성이다 138) 결국 이렇게 본

다변 ‘법과 사회’ 운동이 말하는 과학주의의 문제는 그 선행 이론이었던 법현실주의가 그

토록 비판하고자 하였던 법형식주의의 고정성， 결정성의 문제를 차원만 달리한 채 그대로

안고 있었던 셈이다.

셋째， 이상의 비판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진보주의 프로젝트의

실패라는 인식과 결합하면서 ‘법과 사회’ 운동의 진보적 과학주의에 대한 회의로 연결된다.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법담론이 가지는 권력성에 대한 자각이 당시 심화되었던 계층분화

및 그들간의 갈등 현상과 맞물리면서 ‘법과 사회’운동 자체도 구조적 한계로부터 독립되

지 못한， 그 구조의 구속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편적이고 정치적인 하위 담론에 불과하였다

137) 에J. cit., p. 177.

138) 이에 관하여는 ihid; R. W. Gordon, “New Development in Legal Theory," m: D. Kairys, ed., The

Politics of Law' ;\ Pro‘f.!.re,““i\'cC,.iti.‘file. (Pantheon, 1982); 김정오， 전게논문 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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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환언하자면， 그 당시의 산적한 사회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볍과 사회’ 운동의 처방들은 미시적이고 주변적인 대안은 되었을지언정 구조적 문제의 극

복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성격을 과학주의라는 이름으로

은폐한 채 기존의 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일종의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넷째， 이러한 ‘법과 사회’운동 자체적인 한계 외에도 상황적 한계 또한 이 운동의 지속

적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이 된다。 1980년대에 플어서면서 본격화되었던 미국 사회의 보수

화 경향은 오히려 법의 도그마적 성격을 강화하는 요청으로 이어진다. 도덕성이나 사회윤

리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가정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첸통적 생활방식의 부활요청 둥

과 같은 실체적 가치지향의 경향139) 은 그것을 상대화하고 정치화하고자 하는 6법과 사회’

운동의 그것과는 양립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이나 민권운동， 빈민 등을 향

한 사회개혁운동 둥이 레이건 행정부와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계속하여 좌절되는 형국에서

더 이상의 낙관주의적 사회개량 내지는 사회진화론의 입장을 견지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

려 그것은 구조의 문제요 체제의 문제로 전이될 따름이었던 것이다.

저15철 결론

1960년대를 전후하여 물밀 듯이 야기된 제반의 사회문제들 - 풍요 속의 빈곤， 시민권

운동 및 여성 운통， 반전 운동? 마약 ‘ 히피 퉁의 퇴폐문화， 사회계층 간의 극단적 이질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거의 모든 유형의 범죄의 증가 등의 현상들은 이미 후기 산업사회의

단계에 들어선 미국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분화의 징표들이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각종의 이해관심들은 그 하나 하나가 나름의 독자적인 삶의 표현이며 또

는 삶의 갈구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법과 사회’ 운동은 이를 하나의 사회질서라

는 지배논리에 사로잡혀 모든 사회부분과 모든 이해관심， 그리고 모든 사회적 행위틀을 하

나의 법체계 속에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법모델을 구상하고 있었다. 법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이들의 논의들에서 주류적인 관심대상이었던 법의 실패 내지는 형벌의 실패라는 명

제는， 비록 그 설명도구로서 하위집단 ‘ 문화의 독자적인 태모나 관계양상들에 대한 언급과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중점을 종속변수로서의 법 또는 형벌에 두고 있음은 반

영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그들 법， 즉 국가법이 부재해야 할 영역， 또는 하위집단의 자율

성이 보전되어야 할 영역， 나아가 국가나 법이 방엄한 채 여타의 방법으로 조성하고 포섭

139) 레이건의 선거운동에서의 캐치 프레이즈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basics).였음은 이러한 경

향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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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영역틀을， 하나갇이 국가볍 또는 법원을 중심으로 한 볍기관악 규율이나 통재의

대상영역으로 포섭한 채 그대로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법의 실패를 우연적인 것으로 치환하여 설명하고， 나아가 이 영역들을 유효하게 국가

영역에 포섭시킬 수 었는 정책적 수단들을 채공하였던 것이다.

‘법과 사회’ 운동은 1970년대 중반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와 같은 한계인식으로

인하여 그 전성기의 종말을 거두게 된다. 오히려 볍현실주의 또는 ‘법과 사회’ 운동외 틀

속에서 학업을 수행하였던 소장학자틀이 그 비판의 정신을 이어 받되 보다 섭화된 형태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던 벼판법학 (CLS: Critical Legal Science) 의 운동이 그 지위를 계숭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학에 있어서의 ‘법과 사회’ 운동이

차지하는 몫은， 무수한 비판의 포화를 경험하고 난 지금 이 순간에도 부인할 수 없다. 여전

히 많은 연구물들이 산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독립된 학문영역으로까지 발

전되어 있는 법경제학이나 법인류학과 같은 나름의 연구틀 들을 구성하는 계기를 이루었

을 뿐 아니라， 비판법학이나 Trubek 둥이 말하는 ‘비판적 경험주의 (Critical Empiricism) ’ 의

밑바탕이 되는 방법론과 분석틀 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대적 한계 속에서나마 진보적 성격을 띠고 나타났던 ‘법과 사회’ 운동은 실쩨 신성법

과 도구법 관념의 대립에서부터 파생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것은 신성법의 관염을 그

이론의 최근저에 존재하는 기본명제로 상정하고 있다. ‘법과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진

보의 이념은 이를 말한다. 그뜰의 연구내용과 방향을 규정하였던 것은 구체적인 법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도구적 법현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법을 통한 사회진보 - 보다 6좋은’

세계의 실현이라는 이념이었고 이 이념은 인간과 인간의 사회생활을 지빼하는 그 애떤 초

월적 힘에 의하여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전제로부터 법을 우선

시하고 사회와 현실을 수단화하는 일종의 권력적 학문으로 전이되었다는 비판이 나요기는

하지만， 그 학문적 순수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도그마에 대한 선랄한 비판은 패러다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볍조인을 중심으로

하는 법기관이 독점하던 법의 신성성을 해체하여 이를 대중의 손에 념겨 줌으로써 소수자

의 권려나 이익의 보호를 위한 유효한 기제를 이루었음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파변

화되고 분절화된 재개인이라 할지라도 종래의 정치기채나 경쩨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었던

요구나 주장들을 하나의 법주장으로 전이시켜 공식적인 국가과정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

는 여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R. Nader의 소비자 운동이나 Roe 건으로 대변되는 여성운

동 둥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들이 시험소송 또는 집단소송의 형태로 법과정에 수용되고，

이를 기득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형식주의적 도그마가 아닌， 각종의 ‘과학주의적’ 업중에

의하여 주장하고 또 법적 - 그래서 공식적인 - 해결을 모색하도록 함에 지여하였던 것

이다. 더불어 그것은 19601년대 이래 급격히 증가하였던 미국의 사회적 입법들 - 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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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후생의 법률이나 산업 ’ 경제부분에 대한 규제적 법률들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 그 효

력을 유지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의미도 푸시할 수는 없다. 업법의 과정이나 그 사법심

사의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법관들이 어떠한 정책목표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법적 장치들을

합법성의 고려와 더불어 합리성의 판단을 행할 수 있도록 유효한 준거틀을 마련하였던 것

이다. 실제 이 사기를 전후하여 법판단에 있어서의 사회과학의 존재의미에 관한 논의가 활

발해졌던 것도 이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법과 사회’ 운동은 미국에서만 전유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14이 뿐 아니라 일

본141)과 우리나라142)에서도 나름의 영향을 미치고 또 현재에도 그 지적 흐름의 모습이 남

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아쉬운 것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법경채학이나 CLS에 대

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과 사회’ 운동에서 전개하였던 엄밀한 과학성이나 실증성에

대한 훈련이나 그 결과의 검증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판 채 그대로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반드시 미국의 학문적 흐름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져도 않지만， 이러한 최근의 학문-영역들이 모두 ‘법과 사회’ 운

동이라는 과학주의적 학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딛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비록 비판과 극복의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무시하고 건너휠 수 있는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감이 앞선다.

엄밀히 보자면 이러한 우려감은 구체적인 볍운동이나 법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최근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헌법소송채도에서 헌법규범의 법도그마적 해석 보다는 헌법현실

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예가 비일비재함에도 불

구하고 당사자 쪽에서나 재판부 쪽 모두에서 현실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지 못하여 그대로 피청구인측 - 주로 관료들로 구성되는 행정부이다 - 의 주장이 그대

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었는 예를 많이 본다.

또한 그것은 몇년 전 사법개혁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우리 법현실의 문제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법조의 양성과 충원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의 민주화라는 이념을 향하여

수많은 논란과 국민적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 사이에는

그 어떠한 실증적， 과학적 입증도 없었던 것이다. 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합리적 연관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때의 찬반논쟁들은 오로지

140) 양건， 전게서， 101-110면 참조.

141) 대표적 인 것으로 六本佳平 r法社會學J ， 有裵開， 1986 참조.

142) 양건， 전게서는 비록 교과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법과 사회’ 운동의 연

구방향과 겹치고 있다. 또한 최대권 교수의， 볍사회학， 법과 사회， 헌법학 동의 저술은 엄밀한 실

증주의나 과학주의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볍규범과 법현실의 gap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

실현의 계기를 찾고자 하는 점에서 가장 ‘법과 사회’ 운동의 맥락에 근접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만， 근래에 오면서 설명과 더불어 해석적 시각이 보다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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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적인 법주장으로만 일관하였다.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사실， 그리고 법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가지는 질적， 양적 분석에 입각한 분

석과 판단은 애당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 즉 법학이 현실로부터 괴리되지 않고， 볍학자가 나름의 사회적 봉사의 기능

을 수행한다고 전제한다면， ‘법과 사회’ 운동이 지향하였던 이념과 방법론적인 틀들은 비록

그것이 미국사회에서는 이미 보수화되고 기득권 옹호 중심적인 것으로 전이하였다 할지라

도， 여전히 우리의 현설에서는 그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여

기서 외국의 어떠한 학문경향을 수입하면서 전적으로 그것을 배타적인 절대명제로 간주하

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사회’ 운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버

판법학을 우리나라에 수용함에 있어 현실적인 주의를 가하여야 할 필요가 나온다. 비판법

학에서 실천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또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어

떤 축에 서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력현상이 배타적이고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우리나라의 현

실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외국 이론의 수용에만 그치고 또 그

이론 자체에만 집착함에 그친다면， 그 또한 후세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