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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꿈|말

요늘날 미국법학은 그 내용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의해 특정치워진다. 새로운 이론， 째로

운 접근방법들이 법적 쟁점에 널리 쓰여지고 있으며， 여러 전문분야의 학자들이 법문제에

대해 발언한다. 한정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으로 접근하는 좁은 의마의 형식주의와 법을

볍규의 적용이라는 기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주의적 사고는 여전히 워세를 떨치

고 있지만， 그것이 배타적인 권위를 갖던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대학에서 널리 쓰여지는

표준 교재에서조차 1970년대 이전과는 매우 다른 다양한 자료플로 채워져 있다. 판래에서

도 법적 판단과 함께 정책자료， 사회과학적 이론들， 자연과학적 지식이 두루 활용되는 것

은 적어도 몇십년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의 분야에서는 인접과학과의 개방적인 대화가 폭넓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목된

다. 전통적인 법과목에 더하여， 법과 사회， 법과 경제， 법과 문학 등의 과목들이 별도로 설

치되거나， 경험적 사회과학， 경제학， 문학이론들이 법적 주제의 해석에 광범한 영향을 꺼치

고 있다. 교수들도 전통적 법적 지식은 물론，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심려학 둥 인접과학

의 지식으로 무장하거나， 인접과학의 도움을 얻어 법적 쟁점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엽학의

흐름을 담는 법률저널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상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유수환 법학 져널

들을 일별해 보면 특정 논문이 단순한 법해석론에 그치는 경우를 거의 핫아볼 수 없다. 최

소한 법이론과 법정책적 분석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야만 법학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1) 단순한 법률 @ 판례의 법해석론으로는 평판을

얻을 수 없으며， 최소한 한가지의 사회과학이론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이

새로운 전통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중반까지， 혹은 1970년대 초

반기까지만 해도 매우 생소하거나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물론 20세기 초반왜 법현실주의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장승화 (1996) ， r열린 법학과 열린 법조계 J ， W법과사회~， 제t:1호， 134쪽 이하.



92 美 國 學 第二十輪 (1997)

(leg，려 r않lism) 는 법연구에 있어 경험과학의 강조， 법적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확정적

인 요소의 강조， 법학을 자율적 규범과학이 아닌 정책의 도구로 보는 입장 둥으로 인해 전

통적 규범법학과 예각적 대립관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차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이 관철되면서， 법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이 부활하였고， 그것이 다시 전통

법학의 팽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물론 워렌 대법원의 진보적 자유주의와 함께 사법적극

주의적 경향， 민권법의 제정에서 보듯 진보적 입법운동의 시대가 열렸지만， 이러한 경향은

70년대 이후 다시 보수회귀로 귀착되고 말았다.

비판법학이 출범했던 70년대 중반기의 지적 환경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흐름이 본궤도를 찾아가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격동의 60년대를 거치면서 흑인 · 청년 · 빈

민 · 여성들로 대표되는 제반 사회세력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저변으로부터 분출되어 나오

면서， 사회운동과 법적 개혁이 결합되는 웅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대학밖의 정치적 - 사회적

혼란과 격동은 곧바로 법학계에 전달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법학계는 이전의 관성에 사로

잡혀 낡은 커리률렴과 교수법을 반복했고， 이러한 양상은 외부세계의 변화욕구와 대비되면

서， 대학과 교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을 자아내었다.2)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여 보다 진보적이고 정치적띤 목소리가 소장파 법학교수들

을 중심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흐름은 미국의 유수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그것이 80년대 초반 이래 하나의 영향력있는 지적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목소리와 연결되어， 새로운 분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현재

비판볍학자틀의 긴장어린 목소리는 다소 수그려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저변에는 비판볍

학의 다양한 갈래와 비판법학적 관점이 과거의 주류법학의 방법론과 관점을 변형사킨 점

이 함께 평가된다면， 비판법학은 법학에서 새로운 불줄기를 열었음과 동시에 법학전체의

방향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미국법사를 지성사적 맥락에서 살펴보

고자 할 때， 비판법학은 가장 최근의 조류이면서， 미국법의 풍요함을 더해준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벼판법학은 미국법의 진보적 흐름을 대변하는 경향으로 간주되어， 북미는 물론 영국과

유럽， 나아가 제3세계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 교류를 가지면서도，

영국 학계의 전반적 분위기와 맞추어 맑스주확를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인상이 있다 3)

2) Gordon, R. (1990) , “New Developments in Legal Theory" , in Kairys, D. (ed,), The POliTics ()(Lall’,
revised ed., New York: Pantheon Bo아{s， p. 414.

3) 영국의 비판법학적 조류에 대하여는 Fitzpatrick, P. & Hunt, A. eds.(1987) , CriTical Legal STudies,
Oxford: Basil Blackwell Fryer, B. et al. eds.(1981) , Law, Slate,and 5，α iety， London: Croom Helm;

Sugarman, D. ed.(1983) , Leg씨η， Itl，씨끼gy and the SIaκ‘ London: Academic Press 둥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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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법학은 법의 자율성， 중립성과 객관성의 신화가 유지될 수 없었던 한국풍토， 법이

정치권력의 자기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온 한국사회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자

극했다 4) 그동안 몇몇 교수들에 의해 1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비판법학자의 저작에

대한 몇편의 번역 및 편역이 이루어졌다. 또한 비판법학적 자원의 제3세계문제에 적용가능

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판법학의 폭이 매우 넓고 크며， 실정법 해석

과 법이론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비판법학적 자원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음미해보는

작업은 여전히 매우 미진하다고 보여진다 5)

비판법학을 지성사적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할 때， 어려움 중의 하나는 비판법학이 이론

적으로 응집된 단일이론으로 기술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판법학의 대표자로 거론되는 이

론가들도， 다른 학파와 달리， 이론적 헤게모니를 충분히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

된다. 그야말로 비판법학자의 수만큼이다， 다양한 벼판법학의 내용이 묘사될 수 있다.

때문에 비판법학은 하나의 학파 내지 이론이라기보다，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9 법형식주의

에 반기를 든 일련의 법학자들의 넷트원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온당할지도 모른다。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 비판법학은 어떤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명제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포기

하고， 지역이론(local theory) 의 모습으로 전개되는가 하면， 법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

및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둥과 연계되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갈라지는 경

향을 보인다. 따라서 비판이론은 하나의 이론체제라지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경향쟁을 지니

고， 기존법과 법학의 폐쇄성과 자율성의 담론을 해체하려는 하나의 비판적 답론으로 정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정 때문에 비판법학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일관

된 기획에 따라 쓰여진 소개서가 되지 못하고， 주요 논문을 편집한 저서의 형태로 나타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판볍학의 계열에 속하는 논문들은 법학의 테두려에 갇혀있지 않으

며， 자선야 도입하려는 학문적 조류와 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지고， 그런 요인들로

인해 논문의 분량이 단행본에 가까울 정도의 방대한 내용을 갖고 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하나의 일관된 추진력을 갖는 ‘정치’ 이론으로서는 취약점이 되겠지만， 대선

4) 한국학자들의 지적 문제의식이 비판볍학과의 친화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분위기에 대해서는 한인

섭 r법 , 사회 · 국가 및 제3세계 : 비판적 비교법사회학을 향하여 J ， 한인섭/이철우 편， f볍 · 국가 ·
저발전J ， 이성과 현실사， 1987 ; 김정오 r법과 철학의 교차로에서 J ， r철학과 현실J ， 1997 겨울호， 241

쪽 이하 참조.

5) 그동안 비판법학적 경향의 이론을 소재했던 논자로서는 양건， 김정오， 이철우， 김재원， 강진철 동을

지적할 수 있다. 양건은 비판법학 태동기의 분위기를 전달하였고， 김정오는 비판법학의 주요흐름을

두루 소재했으며， 케네디와 웅거 풍 주요 이론가의 이론을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철

우는 법사학과 연관된 비판법학을， 김재원은 포스트모던 이론으로 연결되는 후기의 업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판법학과 연결되는 법여성학의 조류에 대하여는 이은영， 박은정 동의 연구가 눈을

끈다. 비판법학의 성과가 주로 소개된 잡지는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의 반연간잡지 r법과 사회』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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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갈래칩을 통해 하나의 공격으로 분쇄될 수 없는 정치 i이론’ 의 강점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본고 역시 비판볍학을 종합적으로 정려하는 단일이론적 기획을 잦고 있지 않

다.6) 본고의 주요 관심사는 우선 비판법학이 어떠한 사회적-지적 환경 속에서 태동하게 되

었는가， 비판볍학의 주요 ‘비판’대상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둘째， 비판법학의 발

전을 크게 시간적으로 보아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생성된 주요 이론과 주요 개념，

각 시기에 다른 학문과의 연계(방법이든 내용이든)의 형태륜 살펴본다. 셋째， 비판법학의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서 법학교육 및 법조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비판볍학을 미국법의 지성사의 맥락에서 어떻게 자리장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잠재적 의미에 디}한 평가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비판법학에 대한 다른

글7)과 비교하여， 필자는 특히 벼판법학과 법여성학의 관렴성， 비판법학이 미국의 법학교육

및 법실무에 끼친 실제적 영향과 짱재력 둥을 보다 깊이 고찰할 예정이다.

2. 형설기의 문제의식파 이롬적 전개

(1) 비판법학의 태동

비판법학운동은 1976년 일군의 소장법학자들이 위스콘신 대학에 모여 the Conference on

Critical Legal Studies라는 전문가들의 네트원을 결성했을 때 표변에 떠올랐다. 이들은 당대

의 법학과 법실무， 법학교육제도가 억압적이고 불평둥한 사핵관계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을 폭로하고 비판하려는 점에서 ‘비판’ 이론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법의 자율

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는 자유주의적 볍치주의를 거부하고， 볍에 작용

하는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면서， 법학을 사회정치적 운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겁하고

자 했다. 기성의 법원리와 법학교육， 그리고 법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간해방을 향한

급진적 대안의 추구를 공언했던 것이다 8)

6) 비판법학의 형성기에 이루어진 주요 업적들에 대한 논문목록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Kennedy, D. & Klare, K. (1984) , "Bibliography of Critical Legal Studies" , Y“Ie μwi깨nwl， 94.

Hunt, A. (1984) , "Critical Legal Studies: A Bibliography" , Thε MIιlernLμH' Re\’ieH'， 47.

7) 비판법학에 대한 포괄적 분석으로는 김정오 (1994) ， r미국비판법학의 흐름과 동향J ， r법과 사회 J ， 제

10호， 239-263쪽 참조. 또한 볍현실주의와 비판법학을 미국법사상에서 ‘급진주의적 흐름’으로 이해

하고 그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양건 (1990) ， r미국 볍사상에서의 급진주의적 흐름J ， 볍철학 및 사

회철학 한국학회 면 r동서의 법철학과 사회철학J ， 법문사， 351-365 쪽.

8) 1976년 비판법학모임의 선언의 한 부분을 인용해보면 그러한 지향점이 매우 분명해진다 “비판적

법접근의 핵심은 볍원칙， 법학교육， 법제도의 운영이 기존의 억압적이고 불평퉁한 관계의 체계를

지지하고 보강하기 위하여 작용히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비판이론은 인간해방을 진전시킬 사

회적 · 경제적 · 정치적 관계를 창출함에 있어 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탐구하면서， 급진적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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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의 모임의 주역은 위스콘신 대학의 D. Trubek과 하버드대학의 D. Kennedy 였다.

트루벡 (1935년생)은 예일대학애서 법과근대화 프로그램에도 관여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망

스러운 경험을 갖고 보다 급진화된 경험과학을 모색하고 있었다 9) 케네디 (1942년생)는 예

일대학에서 트루벡의 지도하에 법과근대화운동 프로그램에 관여한 경험이 있고， 당사의 법

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원래 위스콘신 대학은 경험

적 연구와 진보적인 정책결정을 조화시키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대학억 풍

토도 학제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강조히는 편이었다. 그려나 위스콘선에 었던 트루빽과

터쉬넷 등은 종래의 법 i마사회 연구방법이 ‘볍전상의 법’ 과 ‘살아있는 법’ 간의 괴려를 지

적하는 데 그칠 뿐， 법원칙(leg려 doctrine) 과 법질서가 지단 정당화/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한다 10) 법원칙이 진정으로 봉사하는 것은 힘있는 엘리트의 이익을 증전

시키는 것이며， 법전상의 법과 현실의 볍 사이의 괴리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법구조 내에

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경험적 연구는 그 연구대상인 ‘사실’ 을 현실의 당연한 일

부로 수용함으로써 현상유지의 입장을 띠게 된다. 경험연구는 그 방법론에 내재해있는 이

더l올로기를 분리시킬 수 없기에， 실증주의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얀고 있다.

따라서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의 접근양법으로부터 이탈하여? 보다 솔직하쩨 벼판적인 관점

에서의 연구를 통해 정치적 실천을 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트루벡의 경우 새로운

학문사조는 신현실주의 (new realism) 의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이 때 현실주의가 20쩨거 초

의 법현실주의를 의미함은 말할 것도 없다. 신현실주외는 경험연구와 비판적 사회사상의

결합을 의미하는 껏이었다. 법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즉 법전상의 법과 얄아있는

법 사이의 괴리를 분석하되， 그러한 괴리가 불가피하다거나 우연적(잠정적)이라거나 하는

믿음에 빠지지 않으면서， 비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법과 현실 사이외 괴리에 대한 분석은 볍과사회운동은 툴론 법현실주의와 ‘연속선상’ 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한 괴리를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격차가 존재한다는 발견만으료

는 그 격차를 정당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치적 설천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법과

발전시키고자 한다" Fitzpatrick, P. & Hunt, A. eds.(1987) , Critical Legal Studies, Oxford: Basil

Blackwell, pp. 1-2.

9) Trubel‘’ D.(1974) , ιScholars in Self-Estrangement: Some Reflections on the Crisis in Law and

Development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 Wisconsin LωI'Rn ’ieH'， no.4. 이 글의 번역문은 한인섭 .

이 철우(1987) ， 앞의 책， 123-171쪽에 설려 있다.

10)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터쉬넷의 프리드만 비판 창조. Tushnet, M. (1977) ,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Law: A Critical Review of Friedman’ s 'A History of American

Law' ", Wisco lIsin Lι\l' Reviel\', 1977.

11) Trubek, D.(l977),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the Legal Order: Balbus and the Challenge of

Critical Social Thought About Law" , Iμl\'& 시iciery Re l'iel\ ’, 11, pp, 52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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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과의 질적인 구분이 생겨나며， 과거의 볍현실주의의 실천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계

숭할 필요가 생지는 것이다. 때문에 비판법학자들이 자신들을 ‘좌익’ 법현실주의， 혹은 ‘급

진적’ 볍현실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이랴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77년에 비판법학의

생성과 관련하여 대학내에서 의미있는 현상은 4명의 대표적인 소장 법학자들이 명문 법과

대학에서 종신재직권 (tenure) 을 얻은 것이다. 즉 하버드 볍대에서 Morton Horwitz, Duncan

Kennedy, Roberto Unger, 그리고 위스콘신 볍대에서 Mark Tushnet이 교수가 된 것이다.

이들은 경혐적 연구를 추구하면서도 이데올로기적으로는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

나 법의 외부로부터 법을 벼판하는 전통적 맑스주의 법학과 다른 접근법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법원척의 내재적 구조나 내용으로부터 법의 문제를 도출하려는 점에서， 전통적 법

학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쌓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법원칙이 지닌 이데올로기

성， 근본포순을 폭로하려는 성향을 지녔다는 점에서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학문을 추

구했다고 할 수 있다. 비판법학의 태동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들을 배태한 지적， 사회적

배경어 무시되어선 안훤다. 대체로 소장학자들은 2차대전을 전후한 베이비 붐 세대로서， 60

년대에 들어 반전운동과 민권운동의 세례를 받고， 법률구조기관 둥 개혁지향적인 직장을

거친 후 대학에 자리를 장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12)

그들의 청년시대에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신좌파(New Left) 사상 및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이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당시의 지빼층이 전쟁의 필연적 명

분으로 내세운 것이 실제로는 지배층의 전쟁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의적 명

분에 불과함을 비판하였다. 그런데 자의적 명분응 필연적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도덕적으

로 의심쩍은 가정을 도덕적인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비

판이론 둥이 수요되었던 것이다13)

초기 비판볍학자들이 즐겨 쓴 표현들， 예컨대 소외， 물화， 이데올로기， 역사적 우연성， 모

순 동의 용어는 청년기에 배인 문제의식을 법학의 세계 속에 끌어들여 조명하는 느낌이

짙다. 다시 말해 법학에서 비판적 인식은 사회운동이나 사회과학에서보다 ‘한단계 늦게’

재연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2) 비판법학의 성격 규정

비판법학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국이나 유럽의 ‘비판’

12) Schlegel, ]..(1984) ,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the Legal Order Balbus and the Challenge
of Critical Social Thought About Law· , Law & Socieη Revil!1끼 11, pp. 529-569.

13) White, E. (1986) , ‘ From Realism to Critical Legal Studies: A Truncated Intellectual History· ,
Southwι‘'tern μ'11\' Journal, 김건식 역 (1987) ， r법현실주의로부터 비판법학까지 ; 간략한 지성사J， r현

상과 인식 J ， 1987 여름호， pp.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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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주된 원류는 맑스주의이론과 연계를 맺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강력한 맑스주

의 전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판적 이론은 다양한 지적 자원을 편의적으로 원용하는 인상

이 강하며， 따라서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통일성을 찾기 어렵다. 법경제학이 공통된 방법론

에 의해 다른 법학과 쉽게 구분되는 데 반해， 비판법학은 ‘비판’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넷

트원’이라는 인상이 장하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는 전통적 법학 및 법원리에 대

한 ‘공통된 적대감’이나 6부정적 비판’에 있다고 지적하는 논자도 있다. 비판법학이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한 비판법학자 내부의 의견도 일치된 것이 아니다.

터쉬넷은 비판법학을 법에 있어서 지성적 운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지형

(political location) ’ 이라고 지적한다 14) 즉 비판법학의 지적 구성에서 핵심적 공통요소를 핫

기란 매우 어려우며， ‘법은 정 ~l' (law is politics) 라는 맥락에서 공통쟁을 구할 수 있을 뿐

이라는 것이다. 만일 법을 하나의 정치로 본다면， 법학 역시 정치라는 것이 되며， 비판법학

은 그 중 어느 쪽의 정치적 지형에 위치해 있는 견해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80

년대 이후 매우 다양한 비판이론들이 법과 결부되는데(가령 여성법학， 비판적 법인종학，

문화적 급진주의자， 포스트모던법학， 정치경제학 둥)， 그것들을 묶어서 비판볍학이라고 할

때는 이론적 공통점보다 정치적 공통점을 주목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불론 정치적 공통점만으로 법학외 유파를 총칭할 수 없음은 터쉬넷도 인정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비판볍학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명제를 공유한다고 본다. 법의 불확정성， 법

적 결정틀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관심， 그리고 볍은 정치라는 명쩨 15)

이러한 터쉬넷의 접근은 90년대 초 비판법학의 다양한 갈래들을 총칭하는 데서 나오는

정의상의 곤란올 의미할 뿐이다. 아웃사이드의 관점에서 볼 때， 자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비판법학의 계열에 있다고 하는 학자들에게 상당한 공유정이 발견되어질 것은 오히려 당

연한 것이다. M. Minow는 그러한 공유점을 다음 4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비판법학적 관점

에서 볼 때 ‘법 원칙과 볍 이 론’ (legal principles and doctrines)은 폐쇄된 정 답을 주지 못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개방화되어 있으며， 상호 모순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법

원칙의 불확정성). 둘째， 법적 결정은 일정하게 선택된 가정 및 가치에 대한 역사적 선호와

우연히 결합된 법문화의 내적 역학을 표현한 것이다. 비판법학자들은 역사적， 사회경제적，

혹은 볍내재적 분석을 통해 어떻게 특정의 이익집단， 계급， 경제제도 둥이 법원칙의 불확

정성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얻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법적 결정의 우연성 및 편향성). 셋

째， 비판법학은 일정한 법적 분석 및 법문화가 그 법적 결과를 정당화하면서 국외자에게

14) Tushnet, M.(199l), "Critical Legal Studies: A Political History" , Yali! LawJoum씨 lOa, p. 1515.
15) Tushnet, 앞의 끌(1991) ， p.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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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화하는가를 폭로하려 한다(법의 정당화 @ 신비화l. 그리고 넷째， 비판법학은 종래 주목

받지 못했거나 선호되자 않던 사회적 비전을 새로이 조명하고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입장

과 비전을 법적 담론화함으로써 그들의 법적 · 정치적 실천을 주창한다(법학의 비판적 실

천성).16)

비판법학의 이러한 이론적 공유점도 실상 비판법학의 방법론적 다양성과 이론적 자원의

다양성 때문에 이의없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요약은 적어도 비판법

학 형성기에 큰 역할을 했던 학자들의 논문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공유점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3) 초기의 주요 이론들

비판법학 초기의 이론적 문제틀은 케네디와 웅거의 저작에서 집약적으로 개발되었다.

케네디는 ‘블랙스톤 주석의 구조’ 라는 논문을 통해 근본모순(fundamental contradiction)

및 불확정성(indeterminacy)의 개념을 가공한다17)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삶의 양식 속에

서 법규를 분류， 분석， 설명하는 활동은 이중의 동기를 갖고 있다. 하나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정의의 조건들을 발견하려 한다.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의 실제상태에 대하여 고

통스러울 정도의 모순된 감정을 부일하려는 사도이다. 전자띄 경우에 법은 보편적인 중요

성을 갖는 문화적 성취물이라 한다변， 후자의 경우 법은 일종의 변론도구(instrument of

apology)가 된다. 다시 말해 업은 예속의 조건(condition of bondage)을 ‘자연스러움’， ‘자

유’， ‘합리성’의 그것으로 지애자와 피지배자 모두를 납득시키고 신비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케네디는 자유주의 법의 유토피아적 기획을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의 주

된 관심사는 바로 두번째 측면， 즉 부인과 변론(deni머 and apology)의 기술로서의 법이다.

그는 블랙스톤 주석서를 미국의 자유주의적 법적 사고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하면서9 그 주석서에 있는 볍적 사고의 구조를 법내재적으로 분석함을 통해， 당연시되

어온 법적 사고양식의 우연성(contingency)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유주의적 법적 사고가 부인하려고 하는 ‘고통스러울 정도의 모순된 감정’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미국의 법문화 속에서 개인적 자유띄 목표는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공동체의 강체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

아가려면 타자의 존재(가족， 친구， 관료， 문화적 인물， 국가)는- 불가결한 것이다. 그들은 우

리 자신의 재료를 제공하며， 우리를 파괴의 위혐으로부터 보호한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16) Minow, M(1986) , “Law Turning Outward," Telos, 73, p. 83

17) Kennedy, D.(1979) , “ The Structure of Blackstone' s Commentaries" , BulJci/o Law Rn'iell ‘, 28 ; 케네디

의 법이론에 대한 하나의 분석으로 김정오(1992) ， r자유주의 법체계에 대한 구조적 분식과 비판

던컨 케네디의 비판법담론을 중심으로 Jl If'연세법학연구J ， 1992, 653-6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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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타자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 언어， 인지， 감정의 과정을 통해 타자는 우리와 결합된다.

하지만 타자들은 종종 우리를 위협하고 강요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의 대가로 우리는

타자에 대한 똥조를 대가로 치러야 한다. 타자와의 관계가 우리의 자유에 필수적이면서도

우리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케네디는 근본모순이라 지칭한다. 이러한 모순은

강력할 뿐 아니라 일상 생활 전체에 편재해 있는 것이다.

사람들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의 경우 이러한 모순은 한 단면이 아박라 모든 문제왜 핵

심을 이룬다. 국가의 강제력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젖

은 개념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집합적 강체의 문제률 포함하지 않는 법적 쟁젊은 없

다. 볍적 사고체계가 정교화할수록， 모든 볍적 쟁점은 개인의 자기철정권 혜 집합쩍 장체l

의 정도라는 단순한 딜레마로 환원된다. 언론의 자유， 적법절차， 계약법， 불볍행맑 동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딜레마는 쉽게 발견훤다.

케네디에 있어 법체계는 일관성을 가진 총체 ~71 보다는 긴장과 상반완 요소를 꽤째핵

고 있는 것이다. 볍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논리적이고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는 방쟁야 아

니라， 근본모순을 중재하려는 일련의 시도이다. 그런데 그러한 중재를 통해 법규햄왜 해샘

으로부터 일관성있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냐다. 법해석 체제는 매우 신축적이고 다왜

적이다. 추상작용 없이 구쳐l 챔 사건의 무한한 다양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새 법적 뺑

주화를 통한 법적 추론은 불가피하지만， 이들 범주들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고통스라울

정도의 모순적인 감정을 체계적으로 왜곡시킨다. 법적 사고를 하는 자에게는 실로 많은 선

택의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법적 범주의 인위적인 성격에 대한 자의식을 갖쩌 봇향으

로 인해 그러한 선택가능성을 억압한다. 사실 법적용의 장은 법적 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

에 열려 있는 것이므로， 법적 결과란 우연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법 2액 담

론들은 필연성과 확정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는 까닭에， 그 인위생과 우연성을 은해함으로

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생산해낸다고 할 수 있다.

케네디는 법률을 적용하여 법적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주장을 확워의식으로 본다. 쩔과에

대한 우연적 동의를 필연적 결론으로 묘사되어서는 안되며， 결과의 우연성 및 불확쟁성왜

요소로부터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이 보여진다. 이와 같은 이론쩍 입론을 통해， 비판볍학자

들은 법 안에서， 법을 통해서， 그리고 법에 대항하여 변혁적 실천을 추구할 계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케네디는 가장 기본적인 것처협 보이는 볍적 추론에서조차 우연생과 불확

정성의 요소가 자유주의의 근본모순얘서 도출됩을 일종외 구조주의적 방법을 통챔 추론해

냄으로써 비판법학의 형성에 가여하는 것이다.

18) 김정오， 앞의 글(1992) ， 6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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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는 자신의 모순적 법적 답론에 대한 수사적 분석이 사볍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작업을 보완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18) 법적 사고 및 법체계에 대한 내

재적 분석은 외재적 분석(가령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법적 결과의 분석)에 비해 법률가

들에 대하여 무시못할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외재적 벼판의 경우 법학과 법실무에 종사하

는 사람들왜 일상경험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섬해도 그만

이다. 그러나 내재적 분석은 법률가들의 법적 사고 자체와 법적 쟁점의 구성방식 자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의 작업 자체에 벼판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껴)

케례다의 구조주의적 접근방법과 다른 접근방법의 예로 Peter Gabel의 ‘법적 추론에서의

물화’란 논문을 들 수 있다 20) 게이블은 맑스와 사르트르의 이론을 활용하여， 미국사회의

볍현상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변 볍체계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사물의 관계로 전환시치

는 (자본주의에서의) 물화(reification)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법은 노동자와 자본

가 칸의 대결을 (그들이 각각 가진 계급， 경제력， 교육수준 똥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양

당사자의 볍적 분쟁으로 전환시킨다. 법의 눈으로 보기엔 한 노동자는 법원에 호소할 형식

적 권리， 1인1표의 선거권을 가진 점에재 록펠러 같은 대부호와 ‘평등’ 하다. 노동자와 사용

차를 ‘물화’시켜 그들을 ‘대둥한 계약당사자’라는 사물로 전환사킴으로써， 지극히 의섬쩍

은 ‘평둥’을 하나의 완전한 ‘사실’로 제시한다. 이러한 설명은 현대사회의 사회적 역할 일

반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오늘날 개인은 능동적이고 상호주관적인 인격으로서 인정되기

보다는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사물처럼(thing-like) 취급된다. 사업가는 사업가， 비서는 버

서， 아동은 아동으로 경험되어지며， 자신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역할 내에 수동화된 역할을

소화한다. 사물처럼 취급된다는 것은 곧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소외의 표현이다. 사회적 역

할은 물론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그 역할은 개인적 의지와 상관없는 ‘객관적’ 특성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난다.

게이블이 보기에， 법적 추론은 이같이 물화된 특질을 갖는 개념을 조작하는 하나의 체계

이다. 법개념이 지닌 추상성의 특짙은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게이블

은 법개념의 추상화작업은 일정한 목적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개념을 사용하

다 보면， 종종 우리는 법개념이 추상화의 산물임을 잊고， 우리 자신이 마치 권리-의무자，

법적 주체， 형식적 평등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듯이 착각하게 된다. 법개념을 선택하고 그

개념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 도덕적 결정이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사물의

기술인 것처럼 비쳐진다. 그리고 그러한 법개념과 법추론은 일정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다. 예컨대 총을 들이대고 작업할 것을 강제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은 강박

19) Boyle, ]. ed.(1994) , Critical LeRal SllId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xvi.

20) Gabel, P.(1980) , ‘ Reification in Legal Reasoning" , Rι、earch inLω\ & SIκκ



비판법학 101

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한 도시에 공장이 하나밖에 없고， 도시민에게 근로계약

과 관련하여 ‘일하든가 굶주리든가’ 양자택일의 가능성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계

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강박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개념상 강박은 물리적

강박을 의미하지 경제적 강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되기 때문이다. 법추론상으로

강박인지의 여부는 도덕 。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개념적용의 문제로 전환되어

버리게 된다. 이같은 물화는 관계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소외감이라

는 심층의 감정을 은폐시키는 장애물이 된다. 사실 숱한 법개념과 개념적 조작 속에서 이

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게이블에 따르면， 법추론에 있어 원래 입법자의 의도(origin머

intent) 에서 해석근거를 찾는 방법도 또다른 예가 된다. 예컨대 미국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헌법제정자 (Founding Fathers) 의 의도에 기대어 해석하는 방법의 매력은 법해석이라는 해

석자의 사회적 선택을， 권위를 부여받은， 멀리 떨어져있는 강력한 인물의 손에 놓는 외양

을 가져온다. 즉 입법자의 고유한 의도란 ‘헌법재정자가 최선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

에 의거해 있는 것이다(Gabel， 1986). 권리담론에 대해서도 게이블은 실제생활에서 존재하

지 않는 모든 요소들에 실체를 부여하는 환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고 비판한다21) 이와

같이 게이블은 사회적 물화현상과 법적 불화를 연결시켜， 비판법학의 이론적 분석의 한 방

법을 발전시켰다. 비판법학의 전통볍학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전통볍학은 법률과 법원리

에 대한 a추싱적 。 객관적 추론’ 이라는 건조한 세계에 안주하기 거북함을 느끼게 되었다.

사회적 행위가 벙의 정치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의미있는 기준이 되었다. 자유주의적 법

이론의 입장에서는 법의 객관성을 &문화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의미’에 기반을 둔 해석행

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새로운 해석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판법학자들은 불확

정성의 테제가 문화， 언어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근본모순은 생활의 모

든 측면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그러한 반론에 맞서고 있다.강)

비판법학은 ‘이론화’에 못지 않게 6실천?에 관심을 갖고 었다. 비판법학자들은 대학의

커리률럼， 교수방법을 일선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면 전통법학의 랑

텔주의적 교수법과 엄격하고 진부한 내용에 대한 환멸이 증대하였다. 그러한 환멸을 토대

로 하여 미국의 법학교육 풍토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주복을 끄는 것은

케네디의 법학교육과 법대의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껑)

21) Gabel, P.(1986) , “Founding Father Knows Best"’ Tikkun, 1(2) , p. 41 이하 : Gabel, P.(1984) ,
“The Phenomenology of Rights-Consciousness and the Pact of the Withdrawn Selves" , Texa ,\' μIll'

Revie\\', 62, p, 1563 이 하.

22) Minda, G.(1995) , Postmodern Legal Movement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 112.

23) Kennedy, D. (1982) , “Legal Education as Training for Hierarchy'’, in Kairys, D‘ ed., 앞의 책 (1990)

; 이 글의 확대판은 Kennedy , D.(1983) , Iι:gal Educa!씨I 씨Ii rhe ReproduClio /l 끼 lli('rarchy: A I각1/(，lI1ic

ag‘!im! Ih(' S.I'.I'I(,I1I. Afar, Cambridge이 란 소책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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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에 따르면， 미국사회에서 법학교육은 법조는 물론 사회 전체에 부정당한 위계질서

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법과대학은 고도로 정치적인 장이다. 직업학교라는 멘탈리티， 나무

에 매달림으로써 숲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 손에 잡힌 협소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

부하는 것이 법과대학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조합적 복지국가의 위계 속에

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훈련이 진행된다. 케네디는 법과대학을 이데올로

기적이라고 하면서， 교육의 내용과 기법이 법의 내용과 작용방식， 학생들의 직업적 장래에

대하여 학생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고， 따라서 그 교육은 넌센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넌센스는 임의적인 오류가 아니라 편향성을 가진 넌센스이며 편향성의 동기를 지닌 넌센

스이다. 학생들은 법률회사， 법조， 그리고 전체사회가 위체화된 지배질서로 조직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며 공평하다는 것을 익히게 된다. 학생들은 사회와 볍학교육체계가 만들

어내는 예언을 성취하도록 행동하게 된다. 법과대학 내에서의 경험， 커리쿨럼의 이데올로

기적 내용， 위계질서를 하나의 모텔로 수용하게끔 하는 분위기가 상승작용하여 학생들을

위게질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재생산하도록 만든다.

법과대학에서는 처음부터 수동적인 태도와 위계질서에 대한 존중감을 함양시키도록 되

어 었다. 법과대학을 지망하는 동기 속에 이미 위계철서 속에서 상승의 사닥다리를 추구하

는 해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강의에서는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으며， 사제간에 가부장적 분

위기가 지배하게 된다. 대체로 수동적인 교실경험과 법제도얘 대한 수동적인 수용 속에서

학생들의 적극성과 자율성은 짓눌리게 된다.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주로 배우는 것은

볍규의 범주화， 논점의 발견， 핀결요지의 도출， 법의 적용과 법적 흠결을 메우는 해석방법，

선례 등이다. 그러나 그러한 학습은 법적 결론을 법내재적인 기법에 의해 익힐 수 있디는

것으로 신비화된다. 이러한 신비화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법과 정책 간의 준별이다. 학생

들은 특정사례에 정확히 대입되는 법의 존재가 있으며， 법적 추론은 일반적인 윤리적 · 정

치적 담론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배운다. 케네디는 볍을 해석하고 흠결을 메우기 위한 법률

가들의 논증기법이 있음을 일단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추론을 통해 윤리적 · 정치

적 담론(즉 정책분석)과 구별되는， ‘올바른 법적 결론(correct results) 에 도달하는 방법’ 이

있다고 보는 것은 넌센스라 주장한다.

법학자들이 즐겨 다루는 권리담론의 이데올로기적 문제점도 지적된다. 만일 특정 교수가

특정집단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권리추론을 오용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문제는

더 깊은 데 있다. 권리담론은 내재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공허하고， 순환논법적

이다. 법적으로는 거의 어떤 결과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럴듯한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아가 권리담론은 그 기법을 상용하는 자에게 제약을 과하여， 권리가 급진적 변혁

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권리 개념 자체가 ‘형식적’ 인 것이다. 권리

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 사회계급， 종족， 성별 간의 정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비판법학 103

이다. 권리논의는 논리일관성이 없고， 조작가능하며， 깨인주의적인 전통에 입각해 있는데

다， 실체적 불평등이라는 현실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기 때문에 일종의 함정이다?강) 권리담

론에 안주하는 한 지엽적 사안에서 가끔 훌륭한 논의를 할 수 있을 뿐이며， 근본적 질문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어떤 길잡이 노릇도 활 수 없다.

공식적 교과과정 속에서 쓰여지는 법과 정책의 구별， 권리담론의 형태에 대한 급진적 대

안의 하나는 법을 계급이해의 표현이라고 보는 도구주의적 관념 혹은 법을 토대쐐 조융햄

상부구조로 보는 관념이다. 그러나 케네디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야한 맑서즘에 동조하지

않는다. 볍을 음모 내지 도구로 보는 견해는， 법제도에 수많은 캅다한 것들과 자료들이 있

고， 자본주의에 무관한 숱한 논의를 잦고 있음을 무시한다g 가령 청소년에제 담배를 매우

지 말 것을 법이 강제하는 것을 도구주의적 관점애서 어떻쩨 설명하겠는가. 또한 볍=상쁨

구조로 뾰는 견해에 대하여 케네디는 볍규 및 볍적 개햄온 자본주의 내에 작동하는 이핵

관계에 반응함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규L성함을 주장한다. 즉 법은 개의 꼬리에 불과한 젖어

아니라 사회적 총체성의 한 측변이라는 것이다. 실정법은 모든 사회적 행위자의 원력 확보

를 위한 한 요소이다. 그것은 권력관계의 한 작용이 아나라 그젓의 얼부인 까맑애， 사량들

은 제한된 이해와 제한된 능력을 가진 채， 법을 통한 권력획득을 위해 투쟁한다. 그 투쟁의

결과는 사회적 총채의 어떤 측변에 왜해서도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고1 볍애 때재한 논려

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권리담론은 볍적 수사학얘 B빠쩔 뿐。l

며， 도구주의적 맙시즘은 볍을 눈속입수로 파악하기 때문에 법률과 법적 수사의 목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많서 필요한 것은 볍속에 들어가서， 그것외 촌째률 거

부하지 않은 채 법을 비판하며， 법적 사고와 행동체계에 자포자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조

작하는 것이다 25) 이 역시 법의 구조， 법학교육에 대한 내채적 접근을 통한 비판쩍 λI야를

확보하논 1:l]판법학의 독특성이 살아냐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4) 비판법샤학의 섭과

통상 버판적 이론은 역사적 탐구와 관련되어지기 마햄이지만， 벼판법학의 초지성과로서

가장 주목할 딴한 것 역시 볍사학의 분야에서였다. 비판볍학의 역사학적 작업은 1977년

Morton Horowitz의 〈미국법의 뺀용〉을 초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26)

24) Kenndey, D., 앞의 글(1982) ， 46쭉.

25) 윗 글， 47쪽.

26) Horowitz, M.(1977) , ηIe Trailψ11mμlion ofAmerican l.ι:lH’ 1780-18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또한 그 후속편에 해당하는 저작이 Horowitz, M. (1992) , The Tran~fimnat씨lofAmt꺼eWI l.ι/II'

1870-1960 ηIe Crisis 끼‘Le‘galOnhod ，ι‘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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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위츠의 저서는 그 내용과 방법론에 있어서 비판법사학 (clitical legal history) 의 신기원을

열었다. 그는 미국의 산업혁명을 전후하여 사법(소유권법， 계약볍， 불법행위법)의 기본원칙

들이 새로운 자본축적의 요구에 어떻에 부응하여 변용되었는가를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미국사회에서 사법은 사회의 경제적 요구에 의식적으

로 부응하도록 하는 경제적 도구의 기능을 하였고， 법원은 사법의 원칙을 자원개발과 자본

축적을 위한 사회공학적 도구로서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 동안 농업사회에 부응

하는 배타적 소유권 개념은 소유자의 이익과 개발자의 이익쓸 이익형량하여 소유권의 절대

성을 완화시키고 상대적 . 도구적 소유권 개념을 채택하게 꾀었다고 한다. 또한 종래의 엄

격책임원리는 과실책임원리에 의해 대채되었다. 또한 계약은 그것을 규제하는 공동체의 형

평 및 도덕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발

전해갔다. 그밖의 많은 도덕적 제약들이 부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법의 영역으로부

터 사라져갔다.27)

이러한 변용은 부의 분배와 자본축적에 영향을 끼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지녔다. 소유

권 관념의 변용은 새로운 개발자획 이익에 봉사했고， 과실책임주의는 기업의 책임범위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민과 경제적 약자의 희생 위에 값싼 개발을 가능케 하였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매수인과 임노동자의 손해 위에 상인과 운송업자， 시용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였

다. 결과적으로 볼 때 법원의 법해석의 변천은 자본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부를 불평등하

게 분배하는 한 방식이었음이 밝혀친다.잃)

호르위츠의 연구는 종래의 제도중심의 볍학적 볍사학은 물·론 사회과학적 법사학과도 구

별되는 특정을 보인다. 법학적 법사학은 법률자료를 법률내부의 문제로 다루는 법내재적

역사의 면모를 보이며 여기서는 볍에 대한 사회경제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다. M.

Friedman 동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과학적 법사학은 주로 경험적 접근을 통해 법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려 한다. 기능주의，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에 영향을 받은 이러한 사회과학적

법사학은 법에 대한 외재적 접근의 변모를 보여준다29) 그에 반해 호르위츠는 법적 논의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지년 이데올로기적 。 사회경제적 함의를 탐구하는 점에서

법학 내부의 논의에 활력을 더할 수 있었다. 이 때 법은 맑스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단순

한 정제적 도구로서 기계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관념의 불확실성과 볍적

정합성의 요구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법이 일정한 사회경제

27) 이철우 (1990) ， r비판볍학과 영미볍사학j ， r볍과사회 J ， 제2호， 132-37쪽

28) 이철우， 윗 글(1990) ， 137쪽

29) 심희기 (1997)， r새로운 볍사학 연구방법론의 탐구. 미국 법사학계의 최근 동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j ， r한국법제사강의 J ， 삼영사， 82-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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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도구로써 쓰여졌다는 관점은 보수적인 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합

의적 사회관과는 질적 차이가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의 또하나의 특정인 진화론적 기능주의

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30)

비판법사학자인 R. Gordon은 진화론적 기능주의를 다음 몇가지 명제로 정리한다. ‘법과

사회는 별개의 사회적 범주이다. 사회는 일정한 욕구와 필요를 가진다. 사회는 객관적으로

결정된 진화론적 노선을 따라 진보한다. 법은 사회변화 및 그에 부응하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한다. 결국 법체계는 다양하고， 미리 정해진 사회발전단계에 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으로 서술 . 설명될 수 있다.’ 31) 이같은 진화론적 기능주의는 법에 대한 표준적 서술에서

늘상 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관념이 지속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법을 사회갈등

의 중립적 조정자로 보는 자유주의적 법관념에 기여하지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은 법체제

의 관리자들에게 그들의 기본임무는 법체제 밖에 있는 사회과정에 의해 특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그 과정에 대해 야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단지 사회과정을 돕기 위한

기능적 대응방법(즉 기술적 문제의 처리)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체제의 관

리자는 언제나 정치와 구분되어 존재하는 역사적 과정 혹은 사회적 콘센서스의 논리에 봉

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정법과 판례법， 관습법， 헌법 둥 모든 볍률들이 지닌 불가피한

애매성은 또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고통을 법체쩨에 강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고든의 논지

는， 진화론적 기능주의적 접근은 사회변화에 있어 필연적인 요소를 과장하고， 인간행동의

중요성과 다양한 결과의 가능성을 너무나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고든은 진화론적 기능주

의가 현실을 어떻게 왜곡서키는가를 논한다. 예컨대 특정한 사회에서 발생했던 현상을 요

약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6근대화’ 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런데 정신적 속임수에

의해， 우리는 그 딱지를 (설제 발생한 것의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발생해야 할 과정으

로 물화시켜버린다. 그리고 그 시대에 생겨난 참으로 우연적인 잡다한 사실을 근대화과정

의 ‘자연적인’ 결과로 설명한다. 히-지만 과정이 단얼하지 않은데， 그에 대한 기능적 반응이

단일할 수 없기에， 이러한 추상화 . 물화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객관성 • 자연성 。 불가피

성의 주장은 모두 허위적 관념으르 주장될 수 있다 32) 기능주의적 첩근에 대한 대안으로

고든이 제시하는 것은 법을 사회적 실제를 구성하는 이미지 중의 한 단편으로 보자는 것

이다. 외견상 자연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지는 법적 관념과 법적 제도， 그리고 일반사회제

도들이 실은 우연성(contingency) 의 산물임을 입증하고 강조하는 것은 비판법사학의 공통

30) Gordon, R. (1984) , “Critical Legal Histories'’, Stillψml LlI\f Re\'ie\\', 36, p. 59 이하.

31) 윗 글， pp. 60-67.

32) 윗 글， p. 70; Boyle, 앞의 글(1994) ， xxiv. 자유주의 법학， 법사혁의 가정과는 달리 실제의 역사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흐름이었고， 얼마든지 다른 전개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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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심사를 이룬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관념， 지금의 사회제도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

발전과정의 필연적인 귀결점이 아니다. 일련의 소용돌이치는 과정， 이기거나 진 전투， 놓치

거나 얻은 기회 등의 집적을 현재의 사회제도라 한다변， 앞으로의 사회 역시 같은 필연적

궤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우연성의 맥락 속에서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규정될 것이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관념과 제도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우연성과 잠정성을 드

러내는 작업은 근원적으로 해방적일 수 있다. 이 점은 비판볍사학의 공통적 문제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5) 방법과 관점의 문제

초거의 벼판법학자들은 이론적 자원에 있어 맑스주의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

론， 구조주의 이론 둥에 주로 의존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론은 특정 이론에 대

한 교조적 경사와는 거리가 멀고， 매우 편의적이고 절충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은 강력한 말스주의 전통33) 에 영향받고 있는 영국이나 유럽의 비판법학적 조류와도 다

른 변모를 보인다. 맑스주의를 표방하는 비판볍학자(가령 Tushnet)조차 유럽의 기준에서는

과연 맑스주의 에 분류될 수 있을지 의문이 다.

60년대에 청년기를 보냈던 비판법학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원용된 것은 프랑크푸르트 학

파의 비판이론의 자원들이었다. 법과 국가권력을 설명함에 있어 이데올로기， 정당화， 신비

화의 요소를 강조하는 비판이론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 정치적 귀결점에 대해서는 같은 입

장이 아니었다. 초기의 비판법학자들은 방법론에 있어 구조뚜의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게

됨으로써 법의 허상 뒤에 ‘진정한’(혹은 ‘본질적’)인 심층구조가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

다. 그러나 법원칙의 진정한， 본질적인 구조를 자아와 타자 간의 근본모순 등에서 구하는

견해는 역사적 우연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양립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 앞에

노출될 수 있다.진정한’ 6본절적인’ 구조 역사 ‘우연한’ 결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3) 법에 대한 전형적인 맙스주의적 접근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명께를 찾아볼 수 있다. 법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고， 정치의 한 형태라는 점. 볍과 국가의 불가분적 연관성. 법은 지배적인 경제관계를

반영한다는 상부구조론.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도구주의적 관념， 혹은 법이 특정계급 자체보다

전체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점.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법은 지배계급 혹은 자본주의적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계급지배의 실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둥 Hunt, A. (1993) ,
Exploration.\' in Law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pp. 249-30 참조. 사실 이러한 테마는 전통 볍학의

관심사와는 확연히 다르며， 전통법학에서 전적으로 무시된 쟁점들-가령 법과 정치， 볍과 경제， 법

과 계급적 이익， 법의 중립성과 자율성의 실체 을 제기하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법을 종속적， 주변적으로 위치지우고 있으며， 법을 비법적 요소(특히 경제적 요소)의 기능적 필요

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기능주의의 면모가 뚜렷하다. 따라서 기능주의 일반에 대해 이루어

지는 비판이 밝스주의 볍학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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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전개에 있어 정치적 개념이나 법원리의 변에서는 극도로 추상적인 개염을 사용하면서

분석대상은 매우 구체적인 법적 단편들을 사용하다 보니 이론이 매우 추상화되어버리는

문제가 생져난다. 특정한 구조를 ‘진정한’ 구조라고 추상화하는 것이 과연 다른 학자들에

게 얼마나 납득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또 추상화적 방법은 그들이 비판했던 형식주의

와 닮은 꼴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일반화 · 추상화 작업에서 배제된 집단의 반응을

법이론적으로 포착해내는 데 취약성을 가진다는 것은 곧 비판이론이 다양한 사회세력의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이론틀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벼판법학외 제2세대의 출현

이 예기되는 것이다.

3. 비판법학의 분화 · 발전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비판법학의 제1세대와 함께 제2세대의 학자들이 출현한다. 비판법

학은 유수한 학술지에서 다투어 특집을 내놓을 정도로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었고34) ， 그간

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편집물도 나왔다 35) 이론적으로는 데리다의 해채이론의 영향을 받으

면서， 비판법학의 성과 자체를 해체주의적으로 재검토하는 지획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

러한 도전을 수용함으로써 비판법학의 ‘근다}성’ 은 ‘탈근대성’ (postrnodern) 의 법학으로 변

모되는 모습을 띠었다. 8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또하나의 큰 변화는 비판법학과 사회

운동의 결합이다. 이는 비판법학자들의 모업인 Conference on Critical Legal Studies의 활동

에서도 잘 보여진다.80년대 중반 이 모임은 확산되고 여러 하위분과로 분화되었다. 비판볍

학의 하위분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법학을 여성법학에 접목시킨 여성볍핵자

(Fern-Crits) 및 비판적 법인종학자(critical race theorists)들이었다.85년 비판법학/여성학자

들(Fern-Crits)는 분과모임(CLS Feminist Conference)을 조직했다36) 한편 인종차별문쩨에

관심을 갖고 흑인， 소수인종의 관점을 대변하려는 이론가들은 모든 소수인종도 다수와 같

34) 80년대 중반들어 비판법학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1984) , "Critical

Legal Studies Symposium" ’ SIωIjilrd L“”’ ReI'iew, 36 : (1984) , “Symposiumη , GeorgeW，ωhington μ”‘’

Review, 52 : (1985) , “A Symposium of Cntical Legal Studies·, AmeriωnUniva시'Iy Lall' Revi，α34 동

에 실려있다.

35) 대표적인 편집물로는 Kairys, D. (edJ , 앞의 책 (1982) ; Hutc비nson， A.(edJ , Crilical Legal Sn씨'ies'j

New Jersey: Rowman & Littlefield, 1989 : Boyle, ]. (edJ , 앞의 책 (1994) 둥이 있다. 또환 llan'ard

lιIll'Revi낀1에 게재 되었던 비판법 학 관련 논문들은 Crilical Legal SlUdi，ι、:Essays on Crilical Legal Sludies

SεleclαIfrO/II the Pages끼 Ihe !larrard IιIlI' Rn’i깐!’ (1986) 으로 정 리되 어 있다.

36) Menkel-Meadow(1988) , “Feminist Legal Theory, Critical Legal Studies, and Legal Education, or,

‘The Fem-Crits Go To Law School’ " }ourn“ l끼 Leg“IEduαIlion， 38. 여 성 학 내에 비판법 학적 관점

을 끌어들인 이론가들은 Jeanne Cham, Clare Dalton, Ann Freedman, Mary Joe Frog, Nancy

Gertner, Judi Greenberg, Marta Minow, Frances Olsen, Elizabeth Schneider, Robin West, Menkel

Meadow 둥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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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보편’이론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37) 그 뿐 아니라 해체

주의 의 영 향을 받은 포스트모던주의자들 38) ， 문화적 급진주의 를 표방하는 그룹들39) ， 그리 고

경제구조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경제학자 40)들이 비판법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

리하여 비판법학은 전통적 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추구하는 법학계의 주변집단

틀을 두루 포용하게 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비판법학에는 상이한 관심사를 지난 다양한

집단들이 들어오고， 또 분화되는 모습을 띠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 비판법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기왕의 계급 (class) 에다 더하여， 인종 (race) , 성차(gender)， 성행위 (sexuality) 와 같은

주체위주의 쟁점을 계속 제기했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기존의 보면적인 법적 주체라고 하

는 범주가 실은 백인-남성-중산층의 전형을 대변한다는 점을 다각도로 규명하고 있다.

제2세대의 비판법학이 보여주는 해체이론과 포스트모던의 볍이론은 초기 비판볍학의 거대

이론의 추구， 거대개혁에 대한 추구를 거부하면서， 사전에 짜여진 특정한 정치적 기획에

따라 작업할 것을 거부한다. 이들은 거대이론이 아니라 이륜의 지역화를 꾀한다. 따라서

제 1쩨대와 제2세대 간의 이론적 긴장과 갈둥이 노출되지도 한다. 그러한 긴장과 갈등은 정

치운동으로서는 약점일지 모르나， 이론운동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실제

로 80년대 내내 비판법학은 다양한 갈래를 쳐나가면서， 이론적 풍부성과 다양한 실천을 더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었다.

(1) 해처|이론과 비판법학

80년대 중반 많은 비판볍학 논문틀은 해체이론을 법원칙과 판례연구에 도입하였다. 그틀

은 초기 비판법학자들이 내세운 근본모순과 같은 개념들， 즉 법적 문제를 단일한 핵심으로

환원하여 그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는 방법은 6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법적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 어떻게 하나의 의미를 다른 가능한 의미보다 득권적인 것으로 만들

어내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시-였다.

여기서 해체( deconstruction) 란 근본구조， 기본개념이 존재한다는 선념을 깨뜨리기 위해

사용되는 후기구조주의적 분석방법을 말한다. 기존에 당연히 통용되었던 관념의 위계적 체

37) Matsuda, M.(1990) , “Pragmatism Modified and the False Consciousness Problem" , Southern

Cal!fiirnia μ/IV Review, 63 비판적 법인종학에 속하는 학자들로는 Mari Matsuda, Regina Austin,
Derrick Bell, John Calmore, Kimberle Crenshaw, Harlon Dalton, Richard Delgado, Charles Lawrence,
Gerald Lopez, Gerald Torres, Patricia Williams, Robert Williams 뚱을 들 수 있다.

38) 대표적으로는 Jack Balkin, Drucilla Cornell, Clare Dalton, Gerald Frug, Christine Husson, Gary Feller

등을 들 수 있다.

39) 예컨대 80년대의 Peter Gabel.
40) 대표적으로 Mark Tushnet, Wythe Holt, Morton Horwitz, Karl Klare, Katherine Stone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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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도전함으로써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사고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인간실존

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텍스트에 대한 해체적 실천작업은 상충하는 가치

의 위계질서를 확인해내고， 그러한 위계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해체주의의

창시자 J. Derrida에 따르면， 사고체계의 위계화는 다른 대안적 관념과 해석의 존재를 실현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특정한 관념을 다른 것보다 우월시하는 특권적 위계화는 사실 우연

한 것이 아니라， 보다 선호되는 관념과 해석을 기본적인 것으로 삼으려는 서구사상의 일반

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데리다의 해체작업은 바로 텍스트의 ‘뒤집기’ 해석을 통해 이루

어진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개념적 위계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 이해가

전복될 때 어떤 일이 생격날 것인가를 탐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주장들을 논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

법전과 판례와 같은 볍외 영역은 언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친다. 대재의 언어는 대칭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이분볍적 형태를 띠고 있다. 예컨대 공적/사적， 주관/객

관， 선/악， 남자/여자， 성인/머성년자 등의 구분은 법적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구분으로 인

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이 실제로 명확한 것이 아나다. 대칭되는 한 개념은 반대개념

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주관과 객관을 분려하려는 모든 사도는 양자간을 계속 뒤섞는

작업으로 귀결되고 만다. 주관과 객관의 구분은 아마도 사실과 가치， 이성과 감성， 중립적

인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과 연관되어질 텐데， 그 중 어느 하나의 구분도

‘순객관적’ 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법에서 관료제가 추구하는 객관성

의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을 하변서 G. Frug는 볍률가들이 주관/객관의 이분법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1) 주관/객관의 구분은 인간의 창조물이며

세계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법언어， 법원칙은 사회생활을 반영하고 규제하지만，

(법형식주의 혹은 법실증주의가 믿는 것처럼) 그러한 언어와 원칙이 세계의 실제적 · 객관

적 재현일 수는 없다. 또한 주관/객관의 구분은 특정한 가치， 의식， 태도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대체로 법에서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보다 우월하게 다루어친다) , 그

대선 중요한 인간적 가치와 가능성이 열등하게 간주되거나 무시되어 버린다. 해체이론의

다른 잇점은 바로 후자의 측면을 드러내고 다른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데

있다. 이제까지의 사회이론， 사회현실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된 인간생활을 되살려냉으

로써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념을 재형성하도록 촉구한다 42) 이 때 대안적 방식이 무질서나

니힐리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당연시된 사회관계를 파편화하여 재구

41) Frug, G.(1984) , ‘ The Ideology of Bureaucracy in American Law· , Ilan'(lrd lιIII’ Review, 97, pp.

1289-91.
42) Balkin, ].(1987), “ Deconstructive Practice and Legal Theory" , Y띠e Lm l'1ourI1a!, 96, p.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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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자 한다. 인간의 발전과 평둥에 대한 열망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구

축이 하나의 목표일 수 있다. 해체이론은 포스트모던 법학에 이론적 자양을 제공한 것이

다. 법에 어떤 ‘본질적인 것’ 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언어와 법원칙의 논의

를 통해 ‘객관적’ 결론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 거대이론의 시도가

포기되면서 43) , 미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중시하는 지역이론이 등장한다. 또한 법

학과 다른 학문을 억지로 분리시켜 볍적 담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는， 법

적 텍스트의 해석 역시 다른 인문학적 영역과 다를 바 없음이 확인되면서 무너지게 된다.

사실 법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부터 절연된 결과는 법학에서 전제하는 언어관과 인간

관이 서양 계몽주의 시대의 그것에 머물려 있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다.생)

(2) 비판법학과 법여성학 : 비판적 법여성학의 형성

70년대 후반부터 법학계에는 여성주의 이론이 강력하게 등장하였다. 볍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은 법과 사회를 여성의 눈으로 비판하는 것이며. 60년대의 여성해방운동으로

부터 자라나왔다 45) 이들은 사회가 가부장걱인 남성지배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 결과 여성

의 남성에 대한 예속을 폭력과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써 재생산한다. 법과 국가는 그 자체

매우 남성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지배를 위한 장치로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46)

미국법(자본주의법)은 양성간 평둥의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제는 성적 불평등의

내용으로 채워진다. 여성의 역할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제한되어， 여성의 공적 진출을

어렵게 만들어놓고 있다. 초기 코먼로는 혼인한 여성에게 재산권， 계약체결권， 소송권조차

도 인정하지 않았다. 외견상 여성의 평둥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법해석과 법적

원리의 구성에서 여성에게 편견과 차별에 근거한 불이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43)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흥미로운 사건은 Peter Gabel과 Duncan Kennedy가 1984년 Stanford Law

Review(1984)의 비판볍학 특집 중 Roll over Beethoven에서 시도한 대화형식의 글이다. 거기서 ‘딘

칸’ 은 ‘근본모순’ 과 같은 개념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 글의 스타일 변에서 파격

을 띠고 있다. 둘은 대화의 형식으로 전체를 이끌어가며， 비판법학운동에서 이론의 역할， 자신들의

이론적 실천의 의미， 진보적 이론을 시도하는 데서 생겨나는 두려움， 이론의 취약성 둥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여기서 법은 법적 주체들의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되며， 두 대화자는 저자라는 베일 속

에 숨지 않는다. 해체주의에 의거한 제2세대 비판법학자들에 대한 제1세대의 긍정적 대응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 글은， 그 스타일 변에서 기성 볍학자들의 역겨움을 불러일으켰다.

44) 김재원 (1996) ， r포스트모던 볍이론J ， 한국볍철학회 편 f현대볍철학의 흐름J ， 볍문사， 347쪽‘

45) feminist jurisprudence라는 말은 1978년 A. Scales 의 논문에서 처음 쓰여졌다고 한다. 그간의 페미니

즘 법 이론에 대한 면집으로는 이sen， F. ed.(1995) , Feminist Lε'gal Theory, ~ν1./1/1，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46) 미국의 볍여성학에 대한 소개와 분석으로는 이은영 (1993) ， 볍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f법과사회.D， 제

8호 : 박은정 (1996) ， r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J ， 한국법철학회 핀 r현대 법철학의 흐름.D， 법문사

: 강진철 (1996) ， r볍여성학을 위한 기초연구J ， 강원대 비교볍학연구소 r강원법학J ， 제8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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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년대의 여성운동은 주로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주창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

제적 독립성，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대에 따른 기회의 동등과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지 위

함이었다. 아울러 60년대의 성혁명은 이전에 여성의 자유를 제한해왔던 엄격한 성적 고정

관념을 변화시켰다.

여성법학의 첫 과제는 성적 평등의 촉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생산에 있어 여성의 자

유 확장， 고용 · 교육 · 가족 둥의 분야에서 성적 차별의 철폐，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평등한 기회와 불평둥을 정당화하는 이때올로

기에 도전하는 모습을 띠었다. 여성법학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학이 여성의

경험， 여성의 이익， 여성의 가치， 여성의 해악과 공포를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지 뜻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일치했다. 차이점이 있다변 여성을 남생의 지위와 동등하게 할 것인가(평

동권자) . 아니면 여성의 진정한 성격을 남성과 ‘다른’ 것으로 보고， 그 ‘다름’에 잭절한 빼

려와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문화적 다원론) 하는 접이었다.

전자의 입장은 이해하기 쉽다. 여성을 달리 취급해온 일체의 성별 관련성이 있는 볍규와

판례， 볍해석을 제거하는 일이다. 여성의 볍적 권리 용호， 거회의 평등의 확브 등 평둥원을

향한 투쟁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규범이 이미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되었다면， 그 가부장적 볍규범에 여성을 끼워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마치 여성은 남성처럼 되기를 원하고， 남성적 볍규범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남성중심적 법규범이 남녀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남성

과 다른 여성의 갱험을 간과하는 것이며， 남성적 볍규범이 문채없고 또 상대적으로 우월하

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린다. 결국 평등론의 강조는 남성적 법규범의 용호로 이어

져 버리며， 그 법규범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는 점을 간과해버리는 결정적 문채를 안고 있

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볍여성학이 발전할수록， 그러한 평둥론적 접근방법은 한계

를 뚜렷이 하변서， 새로운 요소에 의해 보완 ·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될다.

‘인간성’에 대한 남성중심적 통찰과 구별되는 여성의 ‘전정한 실체， 본성’을 경험적 방

법에 의해 탐구하는 것이 여성학의 본령이라 한다면， 볍적 벼뺀에 있애서도 여성의 경험을

유용하게 반영하는 경험적 담론(experiential discourse) 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사회적 . 학문적 담론에서 여성의 경험은 확실히 무시되거나， 억압되거나? 저평가되얘 있다.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의 생활， 구술에 왜거하여， 여성이 사회적 불평둥 。 성적 억압 동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려 한다.

저명한 여성법학자 C. MacKinnon에 따르면， 법과 국가는 ‘남생적’ 이다，47) 뺑언어， 그 집

47) MacKinnon. C.(1983) , ‘’Feminism , Marxism , Method, and the State Toward Feminist
Jurisprudence" , Signs: Journal o(WOI/IC/l in Cullll!"£' “lidS，α'iel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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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식은 남성의 관점， 남성의 이미지， 남성의 경험에서 추상화된 것이며， 법규범은 남성적

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다. 법학과 법적 추론 역시 남성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여성

법학은 남성적 법학이 발전시켜온 맹목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에 도전하며， 여성의 경험에

의거하여 대안적엔 이론화를 시도한다. 경험의 서술을 중시하는 방식은 이론에 생생함을

부여하여， 법률가와 정책자에게 교육적인 작용을 한다. 한면 근대법학자들의 주요 개념도

구， 가령 합리성， 객관성， 자율성， 주체성 등의 관념들의 한계를 폭로한다. 대선 맥락성， 주

관성， 차이 동의 개념을 보다 중시하는 이론적 입지를 보인다. 이같이 여성법학은 근대법

학의 전제， 추론방식， 인간관에 근본적으로 도전함으로써， 근대적 법성과물이 남성적 특권

(gender privilege)의 집적물임을 규명하려고 한다.

평둥론적 담론이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볍적 차이를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갖는 데 반해，

‘다름’을 용호하는 목소리가 문화적 여성학(cultur따 feminism) 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80년대 초반에 들어서이다. 심리학자 C, Gilligan은 아동의 발달상황을 관찰하변서， 여성이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음에 주목한다 48)

여성의 목소리는 관계를 소중히 하는 목소리로서 도되적 목소리이다. 여성은 스스로를

언제나 답과 연관된 것으로， 책임이라는 사회적 맥락에 놓여었는 것으로 경험한다. 남성이

스스로를 고립된 자율적 존재로 경험하는 세계에 익숙하기에 필리의 윤리， 개인주의적 정

의관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여성은 책임과 상황적 윤리， 판계의 지속에 대한 관심을 기

율이고 있는대， 그러한 여성적 속성(양보의 미덕， 관계의 중시)는 지존법에 의해 열둥한 것

으로 간주되어온 것이다. 부당하게 펌하된 여성의 ‘다른 목소리’를 더욱 가치있게 여기는

것， 혹은 도덕적 • 법적 딜레마에 대한 ‘다른’ 여성적 반응이 법학에서 경시되어서는 안된

다는 것， 여성해방이란 여성중섬적 대항문화를 발전시켜가는 것， 배려 · 양육 · 사랑 · 책임

감과 같은 요소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문화적 여성주의라 이름지워질 만한

내용이다. 자유주의 법이론에서 펌하되고 배제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이 관계중

심의 여성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배려의 윤리’ (ethic of

care)를 반영하는 법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문화적 법여성학의 과제이다. 육아휴가의 의무화，

임신중의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법 둥이 그 한 예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의 경향은

급진적 여성주의(radical feminism) 이며， 볍분야에서는 C, MacKinnon에 의해 대표된다. 그

에 따르면 법률에서 보여지는 성 ~}(gender inequality)는 비 합리적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여성의 체계적 사회적 예속， 혹은 여성에 대한 지배의 결과이다.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따

르면 남녀간의 위계화와 지배는 당연하고 ‘본질적’ 인 것으로 간주된다. 성행위 (sexuality)

는 남성지배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성애를 보편적 규범으로 삼는

48) Gilligan, C,(1982) , III “ Difli:rellfV，씨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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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로 남성지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맥컨넌은 이성애에서 쾌

락을 찾는 여성은 자신의 굴종에서 즐거움올 구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49) 여기서 젠더

의 문제는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의 복종이라는 권력의 문제이며， 성폭력은 여성의 사회적

예속의 산물로 본다. 성폭력， 성희롱， 포르노그래피 등은 모두 여성에 대한 체계적 차별의

유형들이다. 반면 동성애， 게이와 레즈비언의 성에 대해 온당한 관심을 표명한다.

이상 세 가지 법여성학적 조류는 구체적인 쟁점에 있어 갈등하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한

다. 전통적 자유주의 법학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있어 여성주의 법학은 상호 유사점을 충

분히 발견할 수 있다. 입볍이든 판례든 법해석이든간에， 법은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을 ‘다른’， ‘일탈된’， ‘예외적인 η ‘당황스러운’ 존재로 파악하는 선입관에 배여있다. 남성

적 법이론이 여성의 6다른 목소리’를 채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법관념이 여성의 예

속을 반영하고 또 구조화사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비판의 도구로서 자유주의적

법이론은 여성의 본성， 여성에 대한 보편적 억압을 주장하는 점에서는 매우 추상적이고

‘본질’추구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6여성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 ‘게이/레

즈비언의 목소리’， ‘흑인여성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이를 경험적 방법으로 표현해내는 작

업은 진정한 법의 지배， 혹은 인간이성의 계몽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

서 보변 이같은 여성학은 (남성적이기도 한) 추상적 이론화작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비판법학에 영향받은 여성법학자들 (Fem-Cri않)은 비판법학 내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비판법학은 여성법학에 인적 자원과 지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

했다. 양자의 치-이는 여성법학의 경우 사회구조， 성적 위체질서， 성적 객관화의 문제를 분

석하는 데 여성의 ‘주관적’ 경험， 주관적 관접을 강조한다는 사실인 데， 이 점은 비판법학

의 초기작품에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비판법학은 지배와 억압에 대해 혁신적 비판이지만

그것은 ι남성의 관점에서’ 구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비판법학자들은 지배와 억압의 관념을

기술하고 상상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경험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비판법학이 ‘법은

정치’ 임을 표방한다면， 여성주의적 비판법학자들은 ‘법은 성적 정치 (sexual politics) ’ 임을

주장한다 5이 법여성학자들은 비판볍학 내에 강력한 여성주의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들이

집중한 주제로는 강긴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의 정당방위의 문제， 차별금지입법이 직장 。

교육 · 주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재생산에 있어 자유의 문제， 이혼 o 후견 , 재산분

49) 그러나 이성애 자체를 비판하는 이러한 입장은 이성애에서 복종이 아닌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하

는 많은 여성의 경험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리 수용되지 못한 편이다

50) Olsen, F. (l990) , “Feminism and Critical Legal Theory: An American Perspective'’, Illfenu l/io’w!
Journa! o(llle Socio!ogy of!ιIH ’， 18, p ‘ 473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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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둥 가족문제， 포르노그래피， 여성에 대한 증오의 언어에 대한 헌법적 쟁점 등이다. 비판

법학과 여성볍학의 상호접촉이 확대됨에 따라 비판법학은 여성법학적 경향에로 경사되었

고， 비판법학운동 전반을 6여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여성학의 연구는 비판

법학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4. AI 설사적 맥락때서 본 벼|판법학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 진행된 새로운 법학조류들은 지존의 법학에 위기와 전환

을 야기시켰다. 오늘날 미국에서 법연구는 법만의 자율적 담론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

정치， 문학， 성， 인종의 요소들이 법적 분석의 일부로 가시화펴었다. 법경제학， 볍여성학， 비

판적 법인종학， 법과문학， 그리고 비판법학 등 새로운 조류의 양산은 법학 내에 다양한 지

식(답론)외 여지를 넓혔으며， 그에 따라 법학자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고와 표현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평가된다 51) 다방변의 지식들이 볍과 연결되어， 법연구는 대단허 풍부화되었

다. 다양한 집단， 상이한 사람틀이 자의식을 갖고 법학적 주제로 뛰어들게 됨에 따라， 법과

법학이 소수자· 약자의 관점과 이익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성과도 적지 않다.

비판법학자들은 법적 텍스트가 정치로부터 독립된 권위있는 법적 방법에 의해 올벼-르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 도전했다. 법학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주제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선택을 포함한다. 법제도와 법적 분석 자체가 사회적 권력을

창출하기도 하고 영속화시키기도 한다. 법을 해석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틀은 사실 매우 엘

리트이며 특권화된 지위를 갖고 있어， 이들이 보다 많은 대중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비판적 법여성학자들은 법이 성적 차이라는 현실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인 제도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념을 거부한다. 그들은 여성의 경험을 통해 기존 법학에서 소위 중립

적 추상화라는 것이 실제로는 남성중심적 관점으로부터 구성됨을 밝혀낸다. 객관적 · 보면

적 법은 차별적 내용과 남성중심적 해석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볍해석과 법실무에

서는 여성의 경험， 여성의 사회적 실제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적 관점에 입각해 있음이 밝

혀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비판법학， 법여성학에서도 거대이론， 근본을 추구하는 이론의 중

요성이 거부된다.

비판법학적 조류가 기성 법학에 준 가장 큰 충격은 법의 자율성에 대한 맹신이 사라졌

다는 점이다. 가장 뛰어난 법률가에게 같은 문제를 할당해도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

다. 법에 근본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본질주의적 견해도 비판볍학 초기에는 강력했으나， 80

51) Minda, G., 앞의 책 (1995) ,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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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각되었다. 근본모순과 같은 거대개념은 포기되고， 그 자리에 진보적

법비판을 위한 ‘져역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비판볍학적 관점이 논쟁과 비판

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은 당연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법학을 허무주의에 빠르리

고 있으며， 법원칙은 거의 쓸모가 없고 오직 누가 판결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판법학자들은 ‘법과대학을 떠나，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리잡을 윤리적 의

무가 있다’ 는 극언52)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초기에 비판볍학적 관념을 가진 교수들은 종씬

재직권을 염지 못했거나， 유무형외 불어익을 받았다. 그라나 이러한 극단적 비난은 ‘어느

편에 있든 말할 수 있채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의 핵심이다’， ‘니헐리즘이라는 비난이 무

서워 한 학자가 거짓이라 파악한 것을 거짓으로 선언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온건

한 논지 53) 에 벼추어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판법학자들의 정치적 위치를 격

상시키기에는 실질적인 장애가 있다고 느낀다. 지금도 버판법학자들을 교수진에 포함시키

는 데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교수진 중에서 한두명의 벼판볍학자-를

수용하는 정도로 자족하는 분위기이다 54) 특히 테뉴어를 받는 단계얘서의 불이익이 적치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다른 주요한 버판은 (비판법학을 포함한) 알련의 학제적 연구， 이론에 치중하는 해도가

능력있는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볍과대학의 으뜸가는 임무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법과대학교육이 점점 볍률실무와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다. 즉 대학교육이 실무에 훨요환

교육이 되지 못하고 었다는 비판도 자주 제기된다. 그러나 도그마틱한 법기술의 훈련은 분

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뚜렷한 자각이 없이는 그러한 훈환은 순

식간에 낡은 기술로 전화해버릴 위험성아 인정되애야 할 것이다.

이같은 비딴의 내부에는 이체껏 익혀온 지식 · 기술의 권위약화에 대한 두려움， 학져l때에

서 지위약화에 대한 두려움이 틀어있기도 하다. 쩨로운 학문운동은 단지 상아밥에 있는 자

식인들의 내적 욕구에만 지인한 것은 아니었다. 요히핵 뺀화하는 샤회구조 속에서， 그혀고

52) Carrington, P.(1984) , “Of Law and the River" , Joun/a! 끼L때(/! Educario/1, 34, p. 222.

53) Joun/a! ojL띠'a!EdllαlIiO/1 (1985) 제35권에서는 Carrington 의 주장에 대한 논쟁의 장을 제공하였다.

거기서 R. Gordon, O. Fiss, G. Calabresi 둥이 웅답했는떼， 캐링턴의 주장을 비판히-면서 학문의 자

유를 용호하는 것이었다. 한편 같은 저널에서 채링턴은 자신의 논지가 비판법학에 연관된 모든 사

람들을 문제삼자는 것야 아니라 ‘법적 허무주의’ 적 ;영향을 비판하고자 했으며， 결코 충성서약 강

요나 빨갱이사냥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54) 터쉬넷은 비판법학이 미국 법학의 다원주의적 셰계 속에서 인정받는 인자가 되었다고 본다. 볍학

과 내에 한둘 정도의 비판볍학자를 갖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의 아면애는

비판법학， 볍과문학， 여성볍학 전공자들을 한둘씩 가짐으로써 더 이상의 채용을 견제하는 치능토

있다고 한다. 비판법학자들이 대학내에 수용될 수 있었던 다른 이유의 하나는 미국 대학의 서열구

조에 힘입고 있는 연도 있다 즉 상당수의 비판볍학자들이 일류대학에 자리잡음으로써 대학서열얘

따른 후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Tushnet, M., 앞의 글(1991)， p.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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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다양성， 여성과 소수인종들의 활동과 표현의 증대에 적응하기 위한 법이론의 혁신

인 것이다. 백인-중산충-남성의 단일기준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법학에서의

보편성 · 객관성 · 규범성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

· 다양화할수록 보편성과 객관성의 기준 자체가 도전받게 되며，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대응

하기 위해 볍학 및 법학교육도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다양화될 것을 요청받는다. 과거

의 법학지식으로 새로운 법률소비자충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비판볍학은 외형상 약화되는 기미를 보인다. 어느 이론에나 외적 활력이 돋보이

는 시기와 그 활력이 기존제도와 학문 속에 삼투하여 제도화되는 시기와 쇠퇴하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청년시절의 정열을 장년이 지나도록 유지힐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장년이

되었다고 청년기와 단절된 것은 아니다. 아마도 비판법학도 그러한 장년기적 상태를 보인

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대학의 커리률럼， 강좌내용에서 비판법학 자체의 영향력

은 쉽게 추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판법학 및 그와 동시대에 나타난 일련의 학제연구

들이 전통법학의 헤게모니를 흔들어놓은 점은 분명하다， 90년대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틀

은 20년 전의 학생보다 훨씬 다양한 커리쿨럼과 방법론을 접할 수 있으며， 학제간 장벽도

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비판법학 만의 성과는 아니겠지만， 비판법학이 그러한 계

기를 만들어내는 데 강력하게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이같은 연구경향에 대한 초기의 두려

움과 반발은 지금은 체념， 수용， 전반적 상승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조짐도 보인다고 한

다 55) 여러 유형의 법학이 이제 상호배제의 차원이 아나라， 다양성 속에서 공존하는 것， 그

것은 비판법학의 본래의 지향에 어울리는 모습일른지도 모른다.

55) Minda, G., 앞의 책 (1995) , p. 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