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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홈즈 판사의 『보통법』에 나타난 법 성장의 논리를 인간본성의 측면과 사례와 

규칙의 생산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의 성장에 대한 발상은 자

연법론이나 법률실증주의에 여전히 생소한 것이다. 자연법론이나 법률실증주의는 존재

의 근거 즉 법의 효력에 관한 견해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법발견 절차를 이해하는 데서 동일하다. 양자 모두 편찬된 법에 기초해서 정확한 인식

의 폐쇄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합리주의적 체계철학의 영향 아래 있다. 두 

가지 법의 학설에서 법발견은 사례를 법률 아래 포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은 

웬델 홈즈의 법 성장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판결의 포섭모형을 비판하는 데 의의를 둔

다. 우선 법이 성장한다는 점을 인정하면 포섭모형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다. 둘째, 인간본성의 측면과 사례와 규칙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법의 성장은 직선적이

지 않고 또한 항상 가시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도로서의 법

의 이미지를 지시한다. 

주제어: 홈즈, 법의 성장, 제도, 인간본성, 사례와 규칙의 관계

   

I. 서론 - 법의 성장

이 글은 홈즈 판사(O.W. Holmes)의 『보통법』(Common Law)(1881)에 나타난 법 성장의 

논리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의 성장에 대한 발상은 자연법

론이나 법률실증주의에 여전히 생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카우프만(Arthur Kaufmann 

2007, 97)에 따르면, 자연법론이나 법률실증주의는 존재의 근거 즉 법의 효력에 관한 견해

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법발견 절차”를 이해하는 데서 동일

하다. 즉 양자는 편찬된 법에 기초해서 정확한 인식의 “폐쇄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합리주의적 체계철학의 영향 아래 있다. 카우프만은 이들에게 법발견은 사례를 법률 

아래 “포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포섭모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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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프만(2007, 67)은 그 모형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포섭에 기초한 판결의 문제는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닌 듯

하다. 가령 러페브르(Alexis Lefebvre 2008, ch. 1)는 하트(H. L. A. Hart), 드워킨(Ronald 

Dworkin),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법사상이 포섭형식의 판단을 벗어나지 못하였

다고 비판한다. 그는 세 사상가들의 법사상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포섭형식의 판단

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의 비판의 핵심은 이 문제의 뿌리가 대단히 깊은 

철학적 탐구를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라투르(Bruno Latour 2010, 

254ff)도 “이미” 현존하는 법을 전제하는 자연법론과 법률실증주의는 법의 생성을 다룰 수 

없다고 비판한다.1) 이러한 논쟁의 한 가운데서 필자는 러페브르의 법사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홈즈의 법 성장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밝힘으로써 관련논쟁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법의 성장에 대한 연구서로서 『보통법』의 기술방식에 제기되는 두 가지 혐의를 미리 언

급할 필요가 있다.2) 첫째는, 목적론적 사고의 혐의이다. 한 나라의 발전사가 법에 체화되어 

있다는 홈즈의 주장은 일종의 목적론적 사고를 함축하는 듯하다. 그의 『보통법』 전반을 훑

어보면 발전이란 용어가 단순히 변천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나아가 홈즈

는 법의 역사적 성장이 특정한 “경향성”(tendency)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는 “법이 

어떠한 이론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선험적 목적론을 분명히 배제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경향성을 사례들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matter 

of fact)로 간주한다. 그리고 법연구자는 그런 경향성을 지적하고 그에 명분을 제시하는 것

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Holmes 1881, 77-8). 필자는 특정한 관점을 사례들에 ‘부과’

한 것이 아니라 사례들‘로부터’ 경향성을 수집하였다는 홈즈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는, 진화론적 사고의 혐의이다. 홈즈의 당대에 진화론이 대단히 성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어떤 식으로든 진화론에 반응하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의 진화론에 

  1) 라투르와 러페브르 모두 들뢰즈(Gille Deleuze)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 두 사람은 
사회를 계약의 산물로 간주하지 않고 들뢰즈를 따라서 생성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따라서 제도 
역시 생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러페브르는 제도에 대한 들뢰즈의 입장이 데이비드 흄
(David Hume)의 연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2) 이 두 가지 혐의는 화이트(G. Edward White 1993, 148-154)가 『보통법』의 기술방식에 대해서 제
기하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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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보통법』에 드러난 그의 기술방식에 초점을 

둘 것이다. 필자가 독해한 바에 의하면, 홈즈는 ‘변화’를 강조하기보다는 변화의 ‘필요성’

(necessity)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는 법으로부터 자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사회의 진전을 방해하지 않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의 자의성과 창의성은 친화성

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홈즈는 창의의 필요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자의성에 빠지지 않

는 판단의 중요성을 한층 더 역설적으로 표명한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보면 자의성은 진보

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필요가 절실하지 않은 데도 선례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더불어, 변

화의 필요가 명백한 데도 선례를 추종하려는 행위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즈(1995, 

434-6) 따르면, “변화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까지 과거의 모방은 식욕만큼이나 정당화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기까지 과거의 모

방은 수용해야 할 불가피함의 한 형식이다”. 

아래에서 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홈즈의 법 성장 논의를 분석할 것이다. 먼저 필자는 

인간본성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 주제는 러페브르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으

로, 법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런 다음 필자는 

“차이와 반복”의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와 규칙의 관계문제를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판결

이 의거해야 하는 과거 규칙들은 단순히 사례를 포섭하는 기계적 반복에 그치지 않고 차이

를 낳는 반복이 된다는 점을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법의 성장 I - 인간본성의 제약

홈즈는 인간의 본능이나 본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언급들 많이 한다. 가령 “가장 초기

의 야만인들의 관행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은 우리와 대부분 동일한 감정과 정념을 가졌다

고 간주할 수 있다”(1881, 2), “심지어 개도 걸려 넘어진 것과 차인 것의 차이를 구별한다”

(1881, 3), “사람은 집에서 기른 개와도 공유하는 본능에 의해서, 그리고 바다표범의 예에

서도 대단히 두드러져 드러나는 본능에 의해서, 그가 소지한 것을 강제나 사기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며 다시 그것을 되찾고자 한다”(1881, 212) 등. 그리고 

이러한 흥미로운 언급들은 법의 경험적 근거와 관련해서 사용되거나 법의 성장방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인간본성의 제약은 법의 발전이 직선적이지 않고 항상 

가시적이지도 않다는 홈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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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홈즈(Homes 1881, 3)는 법이 도덕적 근거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초기사회에

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복수(vengeance)의 정념이다. 복수의 정념은 도덕감을 표현한다. 

즉 복수는 잘못이나 부당한 것이 가해졌다는 의견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난의 감정을 표현

한다. 따라서 인간은 대체로 동일한 감정과 정념을 가졌다는 홈즈의 주장은 법의 시작점

을 지시한다. 달리 표현하면 초기법은 복수의 대체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의 책임은 대체로 비난의 감정이 향하는 대상, 즉 “직접적인 가해의 대상”에 한정되는 것

이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책임형식은 고의에 의해서 가해진 해악의 경우를 넘

어서지 못하였다. 이러한 책임의 형식에서 법적인 심사의 초점은 가해자의 “실제적 의도”

(actual intent)와 “개인적 죄책감”(personal culpability)에 있었다. 곧 책임은 사적인 응보

(retribution)의 범위를 넘지 못하였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초기사회에서의 법적 책임이 도덕에 기초하였다면 소송의 목적은 복수의 정념을 충족시

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3) 복수의 정념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움직이는 사물뿐 아

니라 나무와 같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물도 포함하였다. 일견 움직이지 못하는 사물에 대

한 복수는 부조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의인화라는 사고습관으로 그러한 복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어쨌거나 법이 도덕적 기초로부터 출발하였다는 홈즈

의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잘못”(wrong), “악의”(malice), “사기”(fraud), “의도”(intent), “불

찰”(negligence) 등 인간의 내면을 지시하는 도덕적 술어가 법에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명

백해진다. 홈즈는 초기법이 도덕에 근거한다는 주장을 지지할 많은 역사적·인류학적 사

료를 끌어들인다. 그 만큼 이 주장은 그의 법 성장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왜냐하면 법의 출발점이 확인되어야 그 성장의 방향을 분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덕은 법의 성장에 독특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우선 법은 협소한 

도덕적 근거에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편리에 대한 정책적 고

려가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는 도

  3) 한편 소송절차의 목적이 복수의 정념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죄”에 두어진 사고의 흐름도 
있었다. 홈즈가 제시하는 속죄의 한 예를 들어 보자. 삼니테스인들(the Samnites)은 브루툴루스 
파피우스(Brutulus Papius)의 주동에 의해서 로마와의 평화협정을 깨고 전쟁을 하였으나 지고 
말았다. 그래서 삼니테스인들은 파피우스를 로마에 인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파피우스는 
불명예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해 버렸고, 삼니테스인들은 그의 죽은 몸을 로마에 보냈다. 
홈즈(1881, 12)에 따르면, “여기서 주목할 점은 […] 인도가 조약파기의 자연적인 속죄로 간주된 
것처럼 보이고, 잘못을 범한 자가 죽었을 때 몸을 보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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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기준에 의거해서 법적인 책임을 측정한다”(Holmes 1881, 38). 그렇기 때문에 홈즈의 

저작에는 도덕적 기준이 “여전히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거동을 재는 기준

으로 작동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예시를 들기로 한다. 첫 번째는 법이 상정하는 “일반인”

(average man), 즉 “분별있는 사람”(prudent man)의 기준에 대한 홈즈의 논의이다.  

거동의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분별있는 사람에 대한 지시는 비난가능성 자체가 범행의 
한 요소가 되는 유일한 형식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비난될 수 있는 것은 아
래와 같은 의미에서 범행의 한 요소가 된다. 첫째, 진정한 도덕적 기준들의 잔존으로서. 둘
째, 공동체의 일반적인 구성원에게 비난될 수 없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옹
호될 수 없는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Holmes 1881, 76).

위의 인용에서 홈즈는 분별있는 사람에 대한 지시가 내포하는 도덕적 요소(비난가능성)

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여

기서 “진정한 도덕적 기준”이란 앞서 말한 비난(blame)의 대상을 지시하는 내면적인 의도

를 의미한다. 반면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은 비난보다 약한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

으로 사회적 도덕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도덕적 기준을 따른다면 특정한 정신적 결

함을 가진 사람은 그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비난가

능성은 일상인이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귀결을 예견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나아가 이

러한 분별있는 사람에 대한 준거는 법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

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홈즈는 국가를 상호보험회사(mutual insurance company)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한다.

국가는 자신을 사고에 대비한 상호보험회사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재난의 부
담을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구상을 할 수도 있다. 마비환자에게는 연금을,  폭풍우나 
야수에 의해서 신변이나 토지의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보조를 줄 수도 있다. 개인
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각자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pro tanto) 상호보
험원칙을 채용해서, 해사법의 소박한 판단(rusticum judicium)에서처럼 양자가 과오가 있
을 때 손해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모든 손실을 과오와 관계없이 그 행위자에게 던
져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것들 중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지배적인 견해
에 의하면, 국가의 부담스럽고 값비싼 기구는 현 상태(status quo)를 혼란시킴으로써 끌어
낼 수 있는 명백한 이득이 없다면 작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가개입은 그것이 이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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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혀질 수 없는 곳에서는 악이다. 보편보험을 바란다면 그것은 사적 기업에 의해서 더 
잘 그리고 더 싸게 수행될 수 있다. 손실을 재분배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피고의 행위로부
터 나왔다는 근거만으로도 이러한 반대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선 토론에서 보여주려
고 하였듯이 정의감을 해친다는 더 위중한 반대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행위가 타인을 위
협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그 정황들 하에서 분별있는 사람도 그 해악의 가능성을 예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 그런 귀결들에 대비해서 나에게 이웃의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은 
명분이 서질 않는다. 이것은 마치 내가 발작으로 이웃을 덮칠 경우 그 귀결들에 대비해 나
에게 이웃의 보험을 들게 하거나, 번개에 대비해 나에게 이웃의 보험을 들게 강제하는 것
이 명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Holmes 1881, 96).4)

위에서 드러나듯이 도덕적 요소는 법의 성장방향에 특정한 제약을 가한다. 한편으로 법

은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구성원들의 비난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요소의 고려는 법의 도덕주의적 해석과 이상주의적 해석을 동시에 경계하

는 데 사용된다. 도덕은 자연이 뿌린 씨앗으로부터 성장해 감으로써 더 이상 그 시초에 주

어진 기준을 채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넌지시 지시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적 도덕에 대한 고려는 해당 공동체가 따라갈 수 없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회

피하게 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이 봉착하게 될 위험성을 경계하게 한다. 

둘째, 인간본능은 법의 경험적 근거로서 언급되기도 한다. 홈즈는 점유의 보호가 어떠한 

선험적인 이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한다. 힘에 의해서나 아니

면 사기로 인해서 탈취당한 점유를 다시 되찾으려는 본능을 그냥 내버려 둘 경우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험적 근거에 의거해서 법은 그 본능을 질서있는 방식

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이러한 본능이 남아있는 한 그것을 비난하고 불

평없이 포기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못할 것이다. 법이 “실천적 사물”(practical thing)인 

한 법은 인간본능에 대한 경험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Holmes 1881, 213).

그린란드의 고래잡이에서 만일 첫 번째 작살사수가 고래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수에 의해서 고래가 죽었으면, 영국의 관습에 따라서 첫 번째 사수는 
고래를 자기의 몫으로 요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만일 첫 번째 사수가 두 번째 사수가 타
격할 때까지 고래를 바짝 추격하였을 경우에는, 고래가 첫 번째 작살을 부수고 달아난 경
우에도 고래 전부를 가졌다. 반면 갈라파고스에서의 관습에 따르면 첫 번째 사수가 낚싯

  4)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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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경우에도 고래의 반을 가졌다. 영국의 법원들은 이러한 관습들 
각각을 유지해 왔고 그에 의거해서 판결했다. 그리고 로웰(Lowell) 판사는 심지어 제3의 
관습에 따라서 판결했다. 그 관습은 만일 첫 번째 작살이 고래 속에 남아 있을 경우 고래
를 자르기 전에 요청을 하면 그 작살을 쏜 배에 고래를 주는 것이다. 그 근거는 맨스필드 
공(Lord Mansfield)이 표현했듯이 그런 관습들이 없었다면 고래를 쟁취하려는 사람들 사
이에 일종의 전쟁이 항구적으로 잔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다. 만일 법원
들이 여러 사례들에서 사람들이 싸우게 될 지점에 따라서 비슷한 사실들에 다른 규칙들
을 채택할 경우, 그것은 그 만큼 그 사안에 대한 선험적(a priori) 이론을 뒤흔들게 될 것이
다(Holmes 1881, 212-3).

끝으로, 홈즈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을 제시한다. 가령 그는 인

간의 믿음의 성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특별하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은 대개 인과관계의 분석을 치밀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주는 것에 대

한 증오심을 그 명백한 원인에 푸는 경향이 있다(Holmes 1881, 11). 그리고 홈즈가 자주 

언급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간주하는 “의인화”의 경향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

다. 자신의 가족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친 경우 그 나무를 배어서 쪼개 버린다거

나, 혹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 도구를 “속죄물”(deodand)로 몰수하는 데서 드러나듯 

말이다(Holmes 1881, ch. I). 또한 승계법의 시작점이 되는 선대인과 상속인의 “동일화”

(identification) 허구도 대체로 인간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Holmes 1881, ch. 

X). 물론 이러한 인간본성들이 서로 다른 사회에서 동일하게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

령 로마의 상속법과 영국의 상속법이 서로 같지 않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화

의 성향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사회 사람들의 믿음, 습속, 그리고 필요를 볼 때 그들의 행위는 직접적이고 제한적

이었다. 초기의 책임형식은 직접적인 가해대상에 제한되었으며, 거래도 직접거래에 제한되

었고, 이전(移轉)의 범위 또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초기사회의 특성은 인간의 본능이나 

본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법의 성장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자연적 성향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들을 

개명된 규칙이나 절차를 통해서 더 확장해서 사용한다. 가령 법은 배를 의인화시켜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가족의 동일화를 제삼자에게 확장시켜 사용한다. 이러한 법의 성장과정을 

논리적인 포섭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자. 아래의 예는 『보통

법』에 나타난 수탁인(bailee)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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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과 스코틀랜드 변경에서 널리 유행했고, 서포트 기슭의 소동(Fray O’Support) 
발라드에 의해서 생생하게 전해져 온 사물들의 상태는 고대 게르만과 영국의 종족법에 
그 뼈대를 남겼던 상태와 대단히 유사하다. 가축은 그 당시 알려진 주된 재산이었고, 가축
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재산 탈취의 주된 형식이었다. 법은 거의 없었으며, 그곳에서 의존
할 것이라곤 거의 전적으로 당사자 자신이 강제하는 것이었다. 5세기 살리카법과 앨프레
드의 앵글로-색슨법은 [가축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가득 차있다. 
만일 가축을 3일이 지나기 전에 추적할 경우, 추격자는 가축을 빼앗아 간수할 권리를 가
졌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가축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
러나 만일 3일이 지난 후에 그 가축을 발견할 경우, 피고는 할 수만 있다면 청구자의 손실
입증을 부정할 사실들을 진술할 수 있었다(Holmes 1881, 165).

위의 인용은 소의 방목이 주된 생존방식이었던 한 족속의 습속을 기술한다. 가축을 잃

어버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필사적으로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 나선다. 

이때 문제해결의 당사자는 실제로 가축을 돌보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홈즈에 따르

면, “‘집행적’(executive) 성격으로 인해서 이 절차는 현장에서 가축을 간수하는 사람 이외

에는 거의 시작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Holmes 1881, 165).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가축

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가축의 점유를 잃었다는 취지의 맹세를 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홈즈는 아래와 같은 추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잃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선서해야 할 전부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아래와 같은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즉 맹세를 하고 그 절차를 사
용할 권리는 소유가 아니라 점유에 의거했다는 결론 말이다. 점유는 충분한 것일 뿐만 아
니라 본질적인 것이었다. 점유자만이 그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그 재산을 잃었다고 말
할 수 있었다.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축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Holmes 1881, 165-6).

이 절차는 초기사회에 어울리는 “자구책의 모형”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 절차는 점유자

에 한해서 구제를 주었고, 만일 소유주가 점유자가 아니면 그에게 열려 있지 않았다. 홈즈

에 따르면 초기사회의 습속, 믿음 혹은 필요가 사라진 후에도 이러한 절차는 어떤 규칙의 

흔적을 남겼다. 직접적인 집행의 필요가 사라지고 사회의 습속과 믿음이 바뀐 뒤에도 그 

규칙은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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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유주가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제삼자에 의한 동산의 부당한 전유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바로 그 당사자는 기탁인이 아니라 수탁인이었다. 이로부터 따라 나
오는 결론은, 만일 수탁인이나 그렇게 맡은 사람이 그가 맡고 있는 재화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줄 경우, 그 소유주는 수탁인만 바라볼 수 있고 그 이방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이것은 점유의 당사자로부터 성실하게 구매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무역장려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에게 열려 있는 알려진 소송형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제가 모두 수탁인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수탁인은 기탁인
을 해악으로부터 면하게 하도록 구속되었다. 만일 재화를 잃어버린 경우, 수탁인의 과오
가 없이 도둑맞았다는 것은 구실(excuse)이 되지 않았다. 수탁인만이 잃어버린 재산을 회
복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하도록 구속되었다(Holmes 1881, 166-7).

위의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점유자에게만 열려있던 소송형식은 새로운 사물들의 상태에 

적응하면서 “수탁인의 엄격한 책임”이라는 관념 혹은 원칙을 불러일으켰다. 수탁인의 엄

격한 책임이란 원칙은 그 이후 소유주에게 소송의 길이 열렸을 때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수탁인이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원인은 뒤바뀌었다. 처음에는 수탁인이 소

송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책임을 졌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수탁

인이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송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홈즈(1881, 167)에 따르

면, “그 법을 일으킨 원인들은 오래 전에 사라져버렸고 마침내 그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

을 우리는 발견한다”. 이렇게 협소하고 직접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던 규칙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은 그의 저작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러한 법 성장의 과정을 홈즈는 아래

와 같이 일반화시켜 말한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흔한 현상이자 대단히 친숙한 현상은 바로 아래와 
같은 것이다. 원시시대의 관습, 믿음, 혹은 필요는 규칙 혹은 공식을 확립한다. 여러 세기
가 흘러가는 동안 관습, 믿음, 혹은 필요는 사라지고 규칙만 남게 된다. 규칙을 낳게 한 이
유는 망각되었으나, 그 이후 영리한 사람들은 그 규칙이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지 캐내기 
시작한다. 그 규칙을 설명하고 그 규칙을 사물들의 현재 상태와 조화시키는 것처럼 보이
는 어떤 정책의 근거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규칙은 자신에게 발견된 새로운 이
유에 적응하게 되고 새로운 이력으로 진입하게 된다. 오래된 형식은 새로운 내용을 받게 
되고 그러면 머지않아 그 형식까지도 자신이 부여 받은 의미에 적합하게 자신을 변경하게 
된다(Holmes 188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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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은 제 3절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자세히 분석될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즉 법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규칙을 독특한 방식으로 확장

시키면서 성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논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명은 인간본성을 비스듬히 지시한다. 요컨대, 인간본성은 법의 가까운 

근거로든 먼 근거로든 법의 성장방향에 제약을 가한다. 근대정치사상은 자연과 인위를 구

분하려는 모형에 근거했다. 가령 사회계약론은 정치의 영역을 계약이라는 인위적 수단에 

기초해서 구성하려 하였다. 위에서 홈즈가 제시한 법의 성장과정은 자연/인위의 근대이분

법이 사회제도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5)

III. 법의 성장 II - 사례와 규칙

제2절의 말미에 인용한 구문은 사례와 규칙의 상호관계를 잘 드러낸다. 이 구문은 러페

브르가 주장하는 법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창조성의 논의를 집약하고 있다. 관습, 필요, 혹

은 믿음은 시간 속에서 변해간다. 이러한 시간의 지속 혹은 변화 속에서 규칙은 반복한다. 

여기서 러페브르의 논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시간적으로 살아있는 현재에 해당하

는 사례를 들뢰즈의 “부닥침”(encounter) 개념으로 설명하기. 둘째, 과거에 속하는 선례나 

규칙의 적용을 들뢰즈의 “차이를 낳는 반복”(differential repetition)으로 설명하기. 이 두 

가지 논점을 기초로 그는 판결이 포섭의 형식에 상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창조적

인 작업임을 주장한다.6) 

법관들은 선례나 규칙이란 과거를 학습하고 몸에 익혀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판결이란 

법의 규칙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의 이미지이다. 이러

한 기계적 판결의 이미지는 차이를 낳지 못하는 “헐벗은” 반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

  5) 사실상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도 자연에 속하는 가족과 계약에 기초한 사회제도를 구분
하는 전제 위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롤즈가 홉스(Thomas Hobbes)로부터 시작
되는 사회계약론의 영향 하에 있다고 생각한다.

  6) 러페브르는 들뢰즈의 영향 하에서 위의 두 가지 개념을 법의 판결에 적용한다. 그는 들뢰즈의 해
석자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사유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러
페브르에게 들뢰즈의 저작(Deleuze 1968)에 대한 해석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들뢰즈의 해석자가 아니라 러페브르의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칠 것이다. 여
기서는 사안의 개요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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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복의 이미지는 사례를 이전에 있던 어떤 동일한 것으로 “식별하는”(recognize) 과정

을 전제한다.7) 식별과정과 포섭과정은 땔 수 없는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계적 판

결의 이미지는 “표상”(representation)에 기초한 사고의 모형이다. 따라서 기계적 판결의 이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상의 아래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법적 특이”(legal singularity)로서의 사례이다.8)  

러페브르(2008, 56)는 사례를 “법의 근본적 요소이자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본다. 판결은 

사례를 헤아리는 것이다. 헤아림에서 사고가 시작된다. 사고는 우리를 몰아세우는 제약 혹

은 강제가 있을 경우에만 시작된다. 법의 외부로부터 오는 우발적인 부닥침이 사고를 하게 

강제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우발적 강제는 단순한 식별을 넘어서 사고하고 창의하지 않

을 수 없게 한다. 사례는 법에 “외부성”(exteriority)을 도입하며 법이 시작되는 단초가 된다

(Lefebvre 2008, 59). 이렇게 해서 법은 그 외부와 구성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외부와 구

성적 관계를 갖는 법은 단순한 선언으로 존재하는 법조문과 달리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

는 권리를 창설한다. 여기서 권리로서 법을 보는 입장과 제도로서 법을 보는 입장을 간략

하게 비교하자. 

권리로서의 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입장이다. 권리이론가들은 법의 주체

가 선험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일련의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그들의 견해에서 보면 인

권은 자연권을 기록한 것이고 그 주된 역할은 보편적 주체가 해악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

는 데 있다. 러페브르는 이러한 권리이론을 “소극적”(negative)이고 “추상적”(abstract)이라

고 본다. 권리이론에서 보는 법의 역할은 해악을 제한하고 추정된 권리들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권리이론은 소극적이다. 그리고 권리이론은 구체적 상황과 떨어진 권

리를 지시하기 때문에 추상적이다. 즉 권리이론은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내제적인 존

재양상(mode of existence)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Lefebvre 2008, 55)”.9)  

권리이론에 맞서 러페브르는 구체적인 판결로서의 법(jurisprudence)을 주장한다.10) 그

  7) recognition은 학계에서 “재인”(再認)으로 통용되고 있다. 필자가 식별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재
인이 우리말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재인은 “표상”의 전 영역을 포괄하기 
힘든 말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인은 다분히 “re-presentation”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representation”의 경우 대표가 더 적절한 번역일 듯하다. 

  8) singularity는 독특성이나 특이성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성”(性)이 덧붙으면 대단히 추상적인 용
어가 되는 까닭에 사례의 구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특이”로 번역하였다. 

  9) 위의 인용은 러페브르가 들뢰즈의 저작으로부터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10) jurisprudence의 번역이 마땅치 않다. 번역본은 “법리학”으로 번역하고 있다. jurisprudence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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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만 작동한다. 그래서 판결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

리고 판결은 구체적인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다. 러페브르

(2008, 53-4)에 따르면, 이러한 법의 이미지는 “제도”(institution)에 대한 흄의 용법에 기초

한다고 본다. 흄의 제도에 대한 용법을 따를 때 법제도의 필요와 기능은 권리이론과 궤를 

달리한다. 흄의 용법에서 제도는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조율

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11) 

사회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들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법은 폐쇄적인 논리체계가 될 수 없

다. 그것은 논리 밖의 요소들에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이미지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고 믿는 기계론적 판결모형과 다르다(Lefebvre 2008, 98). 제도로서의 법은 법

적 특이인 사례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전체, 혹은 생성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사례

는 법의 근거가 외부, 즉 사회의 필요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사회의 필요는 시

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근거가 아니다. 즉 법에서 변화하는 근거는 사례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와는 반대로 표상주의는 불변하는 근거를 전제해야만 성립할 수 있

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근거로부터 나오는 사례에 부닥쳤을 때 규칙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

는가? 이 질문은 현재와 과거의 관계가 생산적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 포섭의 관계인지를 

묻는다. 위에서 논한 바 있는 사례가 단순히 “개별적인 것”(particular)을 의미한다면 규칙

은 개별적인 것을 포섭하는 “일반성”(generality)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는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사례가 “특이”(singularity)라면 규칙은 단순히 포섭하는 역할

에 그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규칙은 사례의 여러 특이점들을 조명해주는 비교의 준거가 

된다. 즉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칙은 차이를 낳는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차이를 낳는 판결은 자의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의 선례나 규칙을 철저히 따르려고 하는 데서 생긴다. 달리 표현하면 “창의적 판결은 선례

나 규칙을 독특한 배열로서 현실에 녹여낸다(actualize)”(Lefebvre 2008, 189).

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러페브르의 방점
이 놓인 판결이 가장 근접한 말이라고 보고 그 용어로서 번역을 대신한다. 

11) 러페브르와 마찬가지로 라투르(2010, 254-6)도 사실상 제도로서의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에도 그는 제도로서의 법의 발상이 흄으로부터 기원하였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의 연구
는 프랑스 행정법원이 사례법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는 법이 개별
적 사례와 관련해서 특정한 형태로 전체를 동원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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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표상주의 비판이 주목하는 것은 새로움의 생성과 관련된다. 사실상 우리는 

규칙의 모든 측면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이한 사례에 부딪힌 경우에는 새롭게 규칙을 

해석해야 한다고 일상적인 투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상주의 비판이 주목하는 점은 

이른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태도와 관련된다. 동일성에 기초한 사유는 불변하

는 근거를 전제하기 때문에 삶의 생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삶의 생성을 인정한다면 

존재는 인간의 습관과 긴밀한 연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법의 생성을 조망하기 위해서 필자는 홈즈의 계약법의 발전에 대한 주요한 논의를 분석

할 것이다. 계약법은 근대에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법 성장의 논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확대경이 될 수 있다. 한편 범죄행위법의 기준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홈즈(1881, 40)

에 따르면 범죄행위의 기준은 “다소 발달된 세련된 형식”으로 수용되었을 정도이다.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습속이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과실행위(torts), 수탁인, 점유, 이전(transfer)의 발전을 추적

하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12) 계약법의 성장과 관계해서도 혼란을 줄

이기 위해서 필자는 홈즈의 복잡한 논의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영국사회에서 계약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1533-1603)를 거치면서 크게 확장된

다. 이러한 변화는 “유인”(consideration)의 학설이 정착됨으로써 기존의 채무소송(debts)

과 날인약정소송(covenants)에 국한되었던 계약의 숫자를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유인”

은 “특정한 약속으로 유도하는 것”(inducement to the promise)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Holmes 1881, 253).13) 거의 모든 약속은 그러한 유인이 없으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

12) 우리의 법학에서 “torts”는 “불법행위”로 번역된다. 불법행위는 사태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못
하는 번역이라고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그 외연이 너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행위법(형
법)을 제외한 과실행위법, 수탁, 점유, 계약, 이전은 시민법(civil law)에 해당된다. 그래서 과실행
위라고 할 경우 홈즈의 의도가 잘 살아나는 번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래에서 필자의 번역은 우
리 법학계의 관행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독자는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맥락을 따
라서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보통법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병택(2009)의 논
문을 참조하라. 

13) “유인”은 필자가 조어한 것이다. 우리의 법적 관행에서 유인은 “반대급부”, “대가” 혹은 대가의 
의미보다 넓게 사용되는 “대가성”이나 “원인제공” 등으로 사용된다. 또는 약속을 유도한 원인이
란 의미로 “약인”으로 번역되곤 한다. 필자가 유인으로 번역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의미들을 포괄
하는 용어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인의 관념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성장하
였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유인은 “동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령 어떤 화
가가 500만 원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약속한 것의 동기는 대가일 수도 있겠지만 위대한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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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유인의 학설은 계약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홈즈에 따르면 

유인의 관념을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기존의 채무소송이 아니라 “과실행위법”

(torts)의 일부인 “책무담당소송”(assumpsit)의 성장에 있었다. 책무담당소송은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trespass)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았으나 구제가 마땅해 보이는 사례들

이 생겨나면서 성장한 특례침해소송(action on the case)이었다. 

계약의 초기형식은 날인약정, 채무, 약속선서(promissory oath), 연대보증(suretyship)과 

보석담보(bail)가 있었다. 약속선서는 오늘날 공직취임과 관련한 의식절차로 남아있고, 연

대보증이나 보석담보는 법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 왔다. 홈즈에 따르면 계약에 유

인이 필요하다는 학설은 채무소송으로부터 기원한다. 초기의 채무소송은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청산하라는 요구를 제외한 금전적 요구를 수집하는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초기의 

채무영장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 부당하게 그 지불을 보류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틀을 가진 원고의 진술에서는 피고의 의무가 어떻게 발생

하는가는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 피고 또한 자신이 원고에게 빚지지 않았다고 

동일한 형식으로 대답함으로써 맞설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식으로 도

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사실에 대한 주장 이상을 해야 하였다. 즉 “피고의 채무

를 보여줄 어떤 것”을 가져야 하였다(Holmes 1881, 252). 심지어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보

여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피고는 자신을 지지하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

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도 있었다. 

피고의 채무를 입증할 어떤 것을 보여주는 방법에는 결투, 서면, 그리고 증인 세 가지가 

있었다. 여기서 유인의 기원과 관련된 방법은 증인에 의한 입증이다. 홈즈는 유인의 기원

을 매매나 대여에 참석한 “거래증인”(transaction witnesses)으로부터 추적한다. 거래증인

은 채무를 입증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훔친 것으로 고발된 사람이 그 재산을 

올바르게 얻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단이었다. 그들은 단지 “재산의 손바꿈”의 현장에 참

석해서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하는 역할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재산의 전달과 관련

그리고 싶은 욕망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의 본질은 그 유인이 협
정의 조항들에 의거해서 그 약속의 동기나 그 약속을 유도하는 것으로 주거나 수락된다는 점이
다. 바꾸어 말하면 약속은 그 유인의 제공을 위한 관행적인 동기나 유도로서 체결되거나 수락되
어야만 한다. 그 전체 사안의 뿌리는 유인과 약속 사이에 성립하는 관행적으로 서로를 유도하는 
관계이다”(Holmes 1881, 293-4). 지금 우리의 과제는 유인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고려가 가능
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홈즈의 『보통법』에 나타난 법 성장의 논리   377

된 채무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절차는 재산의 전달이 “반대급부” 혹은 “대가”(quid 

pro quo)였다는 정황과 결합되었다. 이로부터 “거래증인들은 그들의 주지(周知) 내에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만 증언할 수 있다는 규칙은 [...] 채무가 증인에 의해서 입증될 때는 대가

(quid pro quo)가 있어야만 한다는 규칙과 등가의 것이 되었다”(Holmes 1881, 258). 날인약

정소송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한 약인이 요구되지 않았다. 봉인된 날인 자체가 증

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날인증서 대신에 증인에 의해서 입증된 채무는 오늘날 “단순계약채

무”(simple contract debts)라 불린다. “따라서 모든 단순계약은 유인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

의 특이하고 대단히 중요한 학설은 채무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 다른 계약들로 확대되면서 

확립된다”(Holmes 1881, 258). 홈즈(1881, 267)에 의하면 에드워드 3세(1327-1377) 이래로 

서면이 없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들은 계약으로 말해졌다. 채무계약이든 그렇지 않

든 간에 봉인되지 않은 계약은 그런 유인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헨리 6세(1422-1461) 하에

서 대가(quid pro quo)는 그런 계약들에서 꼭 필요한 것이 되었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유인의 범위와 관련된다. 헨리 6세 시대까지 유인의 범위는 대가

(quid pro quo), 즉 약속을 준 자의 혜택으로 이해되었다. “대가”의 의미와 관련해서 가장 

논쟁적인 질문이 된 것은 피고의 딸과 결혼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로 한 돈에 대해 

채무의 성립여부였다. 홈즈가 제시하는 사례는 1458년 헨리 6세 37년에 있었던 “약정 혹은 

계약에 의거한 채무소송”(debt on an agreement or on a contract)이었다. 이전 같았으면 이

러한 사례는 종교법원의 관할에 속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결혼에 그다지 “내속

하는”(incident)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피고가 대가(quid pro quo)

를 가졌는지에 대한 순수하게 세속적인 의혹만을 건드렸다(Holmes 1881, 268). 그리고 이

전의 거래증인들에 의해서 선서된 사실은 피고에게 가는 이익, 가령 팔린 물건의 전달이

나 그에게 빌려준 돈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약속을 준 자가 그 약속의 대가로 갖게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몇몇 의견은 딸을 처분하는 것이 피고에

게 충분한 이익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결혼은 약속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

에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와 다른 의견이 지배적이었

다. “왜냐하면 피고는 채무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어떤 것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Holmes 1881, 269). 채무소송이 이러한 단계에 머문 것은 유인의 학설이 불완전하

게 발달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채무소송에서 유인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항상 대가(quid 

pro quo)로서, 계약자가 그 계약의 대가로 갖게 될 무엇으로 언급되었다. 

채무소송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유인에 대한 근대법은 전적으로 책무담당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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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mpsit)을 매개로 성장하였다. 책무담당소송은 과실행위법(torts)의 일종이었다. 노르

만의 정복 이후에 일상적인 소송은 국왕으로부터 발급된 영장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소

송의 이름은 그런 영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에드워드 1세 시대까지 그런 영장

의 수는 몇 가지가 되질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들은 차츰 불충분한 것이 되었다. 이

에 기존의 “침해”(trespass)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구제를 제공해야 마땅해 보이는 많은 사

례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에드워드 1세 13년 성문법규에 의해서 영장을 발급하는 관할서

에 그런 사례들을 구제할 새로운 영장을 틀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례침해소

송(trespass on the case)은 이렇게 해서 모습을 드러냈다. 특례침해소송을 부여하는 영장은 

“침해소송과 유사한 불평의 근거를 진술하지만 그 이전의 선례들에서 고소된 침해에 딱히 

상당하는 것이 아니었다”(Holmes 1881, 274-5). 이와 관련해서 홈즈 판사가 제시하는 가장 

초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어떤 사람이 말에게 편자를 박도록 편자공에게 말을 맡겼는데, 그 편자공이 불찰
(negligence)로 못을 말의 발속으로 박은 경우(Holmes 1881, 275).

홈즈 판사의 설명에 의하면, 그 말의 소유주는 침해소송의 영장들 중의 하나의 갖지 못

한다. 왜냐하면 손해가 가해졌을 때 그 말은 소유자의 점유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침

해의 관점에서 볼 때 재산에 대한 침해는 그 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항해서만 자행될 수 있

는 것이었다. 그 당시 편자공이 말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침해”를 자행할 수 없

다. 그러나 주인이 말을 제어하고 있든 아니면 편자공에게 맡겨든 말을 쩔뚝거리게 한 것

은 침해는 아닐지라도 잘못을 한 것으로 보였다. 그 잘못은 침해는 아닐지라도 그와 “대단

히 유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유주에게 특례침해소송의 영장을 주었다. 

그 다음 홈즈 판사는 원고의 최초진술에 “일 담당(책무담당)”이 제기된 몇 가지 사례

들을 제시한다. “일 담당(책무담당)”을 병기한 것은 특례침해소송에 속하는 책무담당

(assumpsit)을 계약에 속하는 일 담당(undertaking)과 구분하면서도 그 연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구분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단계를 표현하기 위함이

다. 이것은 과실행위법에 속하는 책무담당은 계약에 속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계속 성장하

여 계약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그 다음의 사례는 에드워드 3

세 치세에 보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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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원고의 말을 험버강을 안전하게 나르는 일을 담당했으나, 배에 짐을 초과
해서 실어 말이 소실된 경우(Holmes 1881, 275-6). 

위의 사례에서 피고측은 이 소송이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날인약정소송

(covenant)이거나 혹은 침해소송 중 어느 하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피고가 배에 짐을 초과해서 실었을 때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

의 반대는 파기되었다. 말의 소실을 야기한 폭력은 피고로부터 직접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짐을 초과해서 실은 후 강물에 띄운 것과 결합해서 발생한 것이었다. 홈즈에 의하면 

이 소송에서 “일 담당”이 진술되긴 하였으나 새로운 원칙을 도입하지는 못하였다. 그 다음

에 오는 사례도 에드워드 3세의 치세에 일어난 것이나 <2>의 사례보다 더 나아간다. 

<3> 피고는 원고의 병든 말을 고쳐주는 일을 맡았으나 대단히 불찰하게 일을 함으로써 
그 말이 죽은 경우(Holmes 1881, 276). 

홈즈 판사에 따르면, 이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1>의 사례와 다르다. 첫째, 이 사례는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도대체 어떤 행위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홀”(omission)을 고소한 것이다. 둘째, 이 사례에서는 어떤 일 담당을 진술한 반면, <1>

의 사례에서는 일 담당이 진술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공방을 홈즈 판

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피고는 즉시 이 사례가 일 담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소송이란 점을 반대하고, 원고는 날
인약정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날인약정이 없기 때문에 날
인약정소송을 할 수 없고, 지금 이 소송은 불찰로 인해서(negligently) 말의 죽음을 야기한 
것에 대한, 즉 계약의 위반이 아니라 과실행위(tort)에 대한 소송이라고 대답했다. 피고가 
말하길, 그렇다면 너는 침해소송(trespass)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원
고는 말은 폭력으로(by force)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치료결함으로(per def. de 
sa cure) 죽었다고 응답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거해서 그 영장은 좋은 것으로 선고되었
다. 토르프(Thorpe, J.)는 어떤 사람이 그가 치료를 맡은 환자를 보살핌의 부족(치료상의 
소홀)으로 죽게 해서 고소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Holmes 1881, 276). 

그러나 <2>, <3>의 사례에서 피고의 일 담당에 대한 원고 측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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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은 순수한 과실행위의 소송으로 법원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계

약을 구성하는 “약속”이란 관념에 의거해서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채무소송에

서의 유인은 대가(quid pro quo)의 관념을 넘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된 사례

들에서 책임은 계약에 두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책무담당소송은 단지 공무의 소홀이나 

태만에 대해서만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특이한 사례들이 등장함으로

써 약속을 구속력이 있게 할 유인에 대한 어떤 확장된 관념이 필요해졌다. 좀 더 분석적으

로 고려하면, 사례 <1>, <2>, <3>으로 갈수록 침해의 관점이 점차 약해지고 불찰이나 소

홀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불찰이나 소홀에 책임을 묻는 책무담당소송에서 

일 담당은 일의 착수 관념 뿐 아니라 일정 정도의 약속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불찰에 

의한 손해 즉 적당한 예방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처하는 특례침해소송은 

일 담당을 유도(inducement)라는 방식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미 사실상 계약소송이었다”

(Holmes 1881, 281). 그리고 “유도”란 말을 광범위한 의미의 “원인”(causa)으로 해석하려

는 경향들이 생겨났다. 그 결과 “이렇게 확장된 책무담당소송이 계약소송을 의미하지 않

는다는 환상은 유지될 수 없었다”(Holmes 1881, 287). 따라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 유인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혜택”이란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되던 유인이 “약

속 받은 자의 불이익”에 의거해서 강제될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우리는 영국사회가 계약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사례와 규칙의 생산

적 관계를 대략적으로나마 검토하였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법적 특이로서의 사례는 규칙에 적합한 방식으로 혹은 “포섭”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주어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은 사회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

례가 강제하는 사회적 필요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은 “실

천적 사물”이 아니라 사변이나 도그마로 변질될 것이다. 홈즈는 사례가 제기하는 필요성

(necessity)에 기초해서 법 성장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이 점이 『보통법』의 독해

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법의 근거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

의 반복은 차이를 낳지 못하는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새로움을 산출하는 반복이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관념 혹은 발상이 그저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홈즈(1881, 2)가 강조하듯이, “우리가 현재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많은 것들이 

과거에는 힘겹게 쟁취하거나 생각해내어야만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표상에 기초

한 판결모형의 한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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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 법과 제도

제1절에서 소개한 바 있는 카우프만은 데이비드 흄이 법에 대해서 “극단적인 유명론”의 

입장을 취하였다고 본다. 카우프만(2007, 259)에 따르면, 흄은 “소유권과 같은 법적 속성

들은 경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그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리고 오로

지 ‘그렇게 불리어진 것뿐이다’”는 입장을 가졌다. 나아가 그는 “나로 하여금 어떤 사물의 

소유자가 되도록 만드는 의지행위의 존재에 관한 준칙이란 하나의 순수한 기만(필자: 허

구)이다”는 입장을 흄이 전개한 것으로 간주한다(카우프만 2007, 260). 필자가 카우프만

의 흥미로운 주장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의 흄에 대한 이해부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도로서의 법에 대한 이해부족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흄의 법에 대한 견해에는 제도(관행)가 중심을 차지한다. 카우프만이 이러한 점을 간과

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법적 속성이 대상에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이 입장은 

흄이 가장 비판하였던 입장 중의 하나이다. 나의 점유를 지키려는 정념(카우프만의 말에 

의하면, 의지행위)이 법적 술어인 “재산”의 기원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그런 정념이 없다면 

재산이란 말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임은 명백하다. 흄에 의하면 재산의 관념은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점유에 손대지 않으려는 결심 곧 관행이 성립되고 점유의 안정을 얻게 되면 

생성되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점유의 정념이 그 정념 자체를 제어하는 가운

데 성립하는 것이 재산의 관념이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권리가 사안의 핵심이 아니라 남

의 점유에 손대지 않는 관행 혹은 의무의 형성이 법에 중심적이다. 권리는 그런 관행의 수

립으로 생기는 점유의 안정성에 기초한다. 홈즈의 점유에 대한 논의 또한 독일학자들의 의

지에 대한 선험이론을 비판하면서 흄의 논지를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정치사상에서 재산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는 로크의 자연권 논의보다는 흄

의 관행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윌리엄이 영국의 정복한 이후 

세운 봉건제의 공고화과정에서 점유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대헌장을 통해서 

왕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어하게 된다. 은대지로 받은 봉토의 점유에서 생기는 불안정함, 

그러한 불안정을 제거하려는 귀족들의 정념, 그리고 대지의 가꿈과 장기간의 점유가 가져

오는 무게 등이 정치세계를 뒤흔들었다. 이러한 정치세계를 안정시키는 한 방편으로 에드

워드 1세(1272~1307)는 봉토를 재산으로 결정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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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수립됨으로써 영국의 정치는 “대중적 정부”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14) 

그 이후 헨리 7세(1485-1509)는 그 당시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귀족들의 재산이전을 합법

화시켰다. 이 조치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의 분할을 가속

화시켰다. 말하자면 이 조치는 점유의 안정이 가져온 재산의 고착화로부터 발생하는 불편

함을 안정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길이었다.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제 3절에서 우

리가 살펴본 바 있는 계약사회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사람들 사이의 상업교류(commerce)

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떠받치는 관행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발전의 단

계를 흄은 서로 “참을만한”(tolerable) 단계, 서로에게 “유리한”(advantageous) 단계, 그리

고 서로에게 “쓸모있는”(serviceable) 단계로 구분한다.(Hume 1978, 526-39)

약속준수의 의무는 약속행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흄의 유명한 명제는 홉스의 주의

주의(voluntarism)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제도로서의 법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앞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의 범위를 정하는 데 대

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유인” 관념이 특이한 사례들의 등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

펴보았다. 초기에 유인은 반대급부나 대가(quid pro quo)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

랬기 때문에 오히려 책무담당소송(assumpsit)을 통해서 유인의 관념은 성장하게 되었다. 

책무담당소송을 통해서 유인은 대단히 광범위한 의미의 “원인”(causa)을 뜻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인이 약속을 준 자의 혜택을 넘어서서 약속을 받은 자의 불

이익을 포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유인의 관념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법적인 관념이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관념은 사회의 성장으

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례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단히 구불구불한 경로를 거치면

서 성장하는 것이다. 

법이 사회제도로서 존재한다고 할 때 강조되어야 할 점은 법적 특이로서의 사례가 제시

하는 강제 혹은 필요성에 자각이다. 법의 생명은 바로 공동체의 절박한 필요에 기초하고 

있다. 홈즈에 의하면, 법의 성장이 멈출 때만 법은 완전히 일관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

에서 그는 선험적 가정으로부터 실체를 연역해 내려는 시도나 논리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14) 하원의 수립을 위한 최초의 시도는 시몽 드 몽포르(Simon de Monfort)로부터 시작되었다. 흄
(1983, Vol.II, 56, 99-110).은 이 사건을 하원의 “기원”(epoch)이라고 표현한다. 하원의 “수립”
(establishment)는 에드워드 1세가 몽포르의 선례를 다시 수용하면서 안정화시킨 것으로부터 시
작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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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화에 반대한다.15) 

진실을 말하자면 법이란 항상 일관성에 접근해 가지만 결코 도달하지는 못한다. 법은 
한편으로는 삶으로부터 새로운 원칙을 늘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로부터 아
직까지 흡수하지 못하였거나 벗어던지지 못한 옛 원칙들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Holmes 
1881, 36).

정리는 언제나 잠정적인 것이다. 법의 성문화도 마찬가지다. “법을 일련의 자족해 보이

는 명제들로 성문화하더라도 그런 명제들은 계속되는 성장의 한 국면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Holmes 1881, 37). 나아가 법적 특이인 사례에 부딪힐 때 선례를 따르려는 시도는 

그 선례에 대해 좋은 이유를 제시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창의는 선례에 대한 좋은 이유

를 제시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의 권리에는 명분이 주어진다.

법의 넓고 중요한 분야에서 여러 다양한 규칙들에 명분을 제공해 온 다양한 정책적 근
거들이 사실은 원시시대로부터 살아남은 것을 해명하려는 그 이후의 발명이란 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유들을 재고할 권리와 함께 그 분야를 넓게 관찰하
면서 그 이유들이 만족스러운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그 이유들은 외관상 풍기는 모
양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진리가 가끔 실수에 의해서 넌지시 드
러나지 않거나 또한 옛 도구가 새로운 사용에 적응될 수 없다면 인간의 발전은 더뎌질 것
이다. 따라서 면밀한 조사와 수정에는 명분이 주어진다(Holmes 1881, 37).

한 가지 덧붙이지면, 법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홈즈가 강조하듯이 “무지”이다. 

그에 의하면 “무지는 최상의 법 개혁가이다”(Holmes 1881, 78). 여기서 무지가 의미하는 바

는 “전문적인 추리에 필요한 특별한 지식에 대한 망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판사들은 제기된 질문을 “일반적 원칙들”이나 “광범위한 정책적 고려들”에 의거해서 토

론할 수 있게 된다. 본론에서 우리는 특정한 규칙을 일으킨 원인들이 망각된 이후에 그 규

칙이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고려되는 과정을 관찰하였었다. 흄(1978, 17-25)의 용어를 

빌면, 특정한 맥락에 종속되어 있던 “특정한 관념”(particular idea)이 그 주어진 한계를 넘

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념”(general idea)으로 활용되는 단계가 된 것이다. 

15) 최명(1971)은 홈즈의 법사상을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여기서 그는 특히 법의 논리학적 
접근에 대한 홈즈의 경계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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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하고자 하는 현재의 자발심은 그저 부정적인 근거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
다. 그 당시의 철학적 습관, 입법의 빈도, 공중의 의견과 바람에 응하기 위한 법 변경의 용
이함 등,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일반사람뿐 아니라 판사들도 그들의 판결이 종국적
으로 기댈 입법의 원칙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50년 전이라면 재판석의 전통이 거의 
언급을 허용하지 않았을 광범위한 정책고려들에 그들의 판단을 의거하거는 것이 자연스
럽고 불가피하게 된다(Holme 1881, 78). 

이러한 맥락에서 홈즈가 말하는 “법의 일반적 경향성”을 고려한다면 법의 자의성에 대

한 혐의나 목적론적 혐의의 상당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일반성을 지향한

다는 주장은 법치의 정착이 자의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역사적 경험과 

합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반화하고자 하는 자발심은 법의 실질이 “그 당시 편

리하다고 이해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홈즈의 주장과 부합한다(Holmes 1881, 1-2). 여

기에 역사주의와 목적론의 혐의를 돌릴지라도 우리는 홈즈가 주장하는 법의 본성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의 실질은 그 성격상 일반인의 

편리를 지향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보통법”(the common 

law)이 처음 한국에 소개될 때 “一般法”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생각된다.16)

투고일 2014년 04월 04일

심사일 2014년 05월 09일

  게재확정일 2014년 05월 29일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1968. 『자료한국사 I』 대한민국문교부.
이병택. 2009. “흄의 법사상 연구.” 『정치사상연구』 15집 1호.
최명. 1971. “Oliver Wendell Holmes와 자유주의.” 『美國學論集』 4권. 
Deleuze, Gille. 1968.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aris: PUF.
      저. 김상환 역. 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Holmes, Oliver Wendell. 1881. The Common Law.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6) 국사편찬위원회(1968, 120)



   홈즈의 『보통법』에 나타난 법 성장의 논리   385

     . 1995. “Holdworth’s English Law.” In The Collected Works of Justic Holmes 3.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저. 임동진 역. 2012. 『보통법』. 서울: 알토란.
Hume, David.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L. A. Selby-Bigge,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983. The History of England 6. Liberty Fund.
Kaufmann, Arthur 저. 김영환 역. 2007. 『법철학』. 파주: 나남.
Latour, Bruno. Marina Brilman and Alain Pottage, tr. 2010. The Making of Law. Cambridge: 

Polity.
Alexandre Lefebvre. 2008. The Image of Law.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저. 한병준·허유선 역. 2012. 『법-이미지』. 서울: 치우.
White, G. Edward. 1993. Justice Oliver Wendell Hol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86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the Growth of the Law 
in O. W. Holmes’s Common Law

 Byongtaek Lee | Kyunghee University

This article tries to explicate the logic of growth of the law in O. W. Holmes’s Common 

Law, in light of human nature and the productive relation between cases and rules. The 

growth of the law is strange to the two legal doctrines of natural and positive law. Both 

legal traditions agree in the procedure of finding law, though they differ in their views 

of identifying the efficacy of law. They aim, under the influence of rationalism, to form 

the closed system of cognition based on compiled codes. This means that both traditions 

consider legal judgment as subsuming cases into legal rules. This article criticizes the 

model of legal judgement as subsumption, on the basis of analysing Oliver W. Holmes’s 

idea of the growth of the law. Most of all, it is evident that the model of legal judgment as 

subsumption does not stand as far as we recognize the fact that the law grows. Second,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growth of the law is not straightforward and not always visible, 

considering the constraint of human nature and the relation of cases and rules. All in all, 

this refers to the idea of law as an institution. 

Keywords: Oliver W. Holmes, the growth of the law, institution, human nature, the 

relation of case and 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