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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開發法學의 意義와 方法* **

1)

安田 信之

徐 元 宇 譯***

서론

개발법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출판물이 간행된 것은, 아마도 1992년의 第3世

界開發法學入門 (安田편, 1992)이 최초 던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미국의 ｢법과 개발연구｣(Law and Development Studies)를 

의식하면서 이름 붙여진 것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일본어는, 이 운동에 대

한 반성으로부터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제안되고 있다. 그 대상과 역에 대해서

는, ① 개발도상지역의 법과 정치ㆍ경제ㆍ사회발전과 갖가지 관계를 규명하며 

(이론연구), ② 거기서 얻어진 知見을 동원함으로써 정책의 제안과 함께 그 비판

적 검토를 행한다(정책연구)고 하는 2가지 과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개발법학이라고 하는 학문 역 가운데서 필자가 아시아법

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다루어온 이론ㆍ실증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것

* 이 글은 일본 名古屋大學國際開發學科에 재직 중이며, 현재 日本아시아法學會會長직
을 맡고 있는 安田 교수가 올해 2월말경 출판될 예정인 개발법학에 관한 저서의 제1
장을 미리 입수하여 번역한 것이다. 安田 교수는 명실상부한 일본에서의 아시아법연
구의 제1인자이며, 아시아의 법과 사회(1987), 동남아시아법(2000) 등의 저서를 비롯
하여 수많은 아시아법 관계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글은 최초 安田 교수가 작
년 여름 서울대법대에서 게최된 ｢법의 교섭｣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것에 
손을 대어 완성시킨 논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법에 관하여 관심이 깊어
짐에 따라 연구에 참고가 될 것 같아 우리말로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교정 
중이던 지난 2월 25일, 名古屋大學出版會에서 開發法學 ― 아시아․포스트 開發國家
의 法시스템(376 pp.)이라는 제목으로 안전(安田) 교수의 저서는 출간되었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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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방법론을 제안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얻어진 지견을 정리하며, 또 하나

의 과제인 정책연구에로의 가교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아시아뿐만 아니라 비서구제국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제국으로부터 

移入되어 그 기본적인 틀을 구성한 국가법을 넘어선 새로운 (이론)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비교법으로부터 계수법과 고유법, 법사회

학으로부터 국가법과 비국가법 내지 공식법과 비공식법 등의 (이론)틀에 의해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은, 앞선 서구법이 여하히 뒤진 고유법을 

배제하면서 성공리에 계수되었는가, 혹은 서구법을 기초로 하는 합리적인 국가법

이 비합리적인 비국가법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법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는가, 라

고 하는 서구 근대법중심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행해져 왔다. 이러한 관점은, 

1960년대 이후의 미국의 LDM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으며,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시기에 전후 일본의 법의 근대화 속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川島近代化論｣의 

기본적 관점이기도 했다.2)

이러한 서구근대법 내지 국가법중심주의는, 1980년대 이후의 다원적 법체제론

을 주장하는 법인류학자(예컨대 Griffiths, 1986)에 의해 비판받아 왔다. 그 가운

데서도 일본의 법인류학의 주도자이며, 아시아법연구의 선구자이기도 하는 千葉

正士는, 이 한계의 극복을 의도하면서 公式法ㆍ非公式法, 固有法ㆍ移植法 및 法

規則과 法前提라고 하는 3개의 Dichotonomy와 이들을 포괄하며, 그 문화적 동일

성을 기초지우는 ｢Identity法理｣로 이루어지는 장대한 (이론)틀을 발표하고 있다.3)

근년에는, 비교법 측으로부터도 법문화론을 전제로 하면서, 비서구법과 서구법의 

비교를 위한 이론 틀의 구축을 지향하는 시도(Hoecke/Warrington, 1998)나 전통

적인 법계론을 초월한 법유형론(Matai, 1997)도 제시되어, 종래의 법계수론과는 

상이한 시각에서 법의 移植을 논하는 것(Nelken/Feest ed. 2001)도 나타나, 일본

에서도 이들 논의를 거쳐 ｢比較法社會論｣도 제창되고 있다(廣瀨, 2003).

이 글에서는, 개발법학의 서장으로서 방법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전제로

1) ｢개발법학｣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 松尾(2002b)나(2003), 혹은 金子(2004) 
등에서 독자적인 관점으로부터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이제까지 川島理論에 대해서는 많이 논해져 왔으며(예컨대 法律時報), 최근에는 久保
(2003)가 川島近代化論을 末廣嚴太郞의 중국관습법조사(식민지법연구)와 연관시키면서, 
식민지화ㆍ근대화의 2중성 속에서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다. 

3) 千葉(1998), 千葉理論과 필자의 3유형론의 비판적 검토에 관해서는 角田(2003) 참조. 
千葉理論에 대한 필자의 잠정적인 견해는 제4절에서 언급한다.



2005. 3.] 開發法學의 意義와 方法 547

서, 먼저 이 말의 단서가 된 미국의 ｢법과 개발운동｣의 연구와 그 한계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다. 이어서 필자가 이제까지 제창해온 3法理類型論을 중심으로 하

여 개발법학의 이론적 틀을 정리한다. 셋째로, 이들 개념을 보다 개발의 과제에 

관련지우기 위해 3개의 사회개념과 거기에서의 개발이념을 검토한다. 끝으로, 그 

정책연구에의 가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법의 이식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가면서 법제도의 3層構造의 개념을 검토한다.

Ⅰ. 법과 개발운동(LDM)과 개발법학

법과 개발운동에 과해서는 다른 곳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기 때문에(安田, 

1987, 34-45 및 동 2000, 28-36), 여기서는 최근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면서 간단

하게 언급하는데 그친다.

1. 법과 개발운동(LDM)

LDM은 냉전 하의 1960년대 초엽, 아시아, 아프리카나 라틴ㆍ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지역에서의 독립을 앞에 두고, 자유주의진 의 기수격인 미국이 이들 신

흥독립국을 자국의 향 아래 끌어드릴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법률가가 이들 여러 국가에 파견됨과 동시에, 이들 여러 국가로부터 많은 

법률가ㆍ연구자가 미국으로 초빙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현재 일본에서도 추

진되고 있는 ｢법정비지원｣운동의 선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은, 당연히 당시의 냉전 하의 미국의 반공ㆍ자유주의이데올로기를 반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도 당시의 미국을 도달점으로 하는 單線的發展과 개인주

의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는 ｢근대화론｣은, 자유법률주의(Liberal Legalism) 패러

다임과 더불어 커다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Trubek/Galanter(1974)가 분명히 한 

것처럼, 이러한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비서구제국에의 ｢근대적인｣ 법제도의 도입

은 결국은 법률도구주의(legal instrumentalism)와 결합됨으로써, 권위주위체제의 

정당화로 귀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安田 1987, 37-41).

LDM은, 이 모델이 지향한 미국이 도입의 대상이 되어질 개발도상국 베트남에

게 패배한 1970년대 중반, 원조자금의 두절과 더불어 학문적 패러다임 자체도 

붕괴되었다.4) 그 뒤의 개발도상국법연구는, 선진국에서는 다원적법체계(Legal 

Pluralism), 개발도상국에서는 종속이론의 향을 받은 제3세계법학(Thir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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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prudence) 중심으로 전개되었다.5)

2. 새로운 법과 개발운동(New Law and Development 

Movement)-(NLDM)

글로벌리제이션이 본격화한 1990년대 초두, 그 때까지 세계체제의 1극을 지탱

하고 있었던 소련ㆍ동구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명백해지고, 그 시장체제에로

의 ｢移行｣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구미에 대항하는 세력을 보여왔던 동아시아제국도 

1997년에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종래의 ｢共同主義型資本主義｣를 시

장형의 그것으로 고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여기에, 비서구세

계 전반에의 법정비지원(Legal Technical Assistance)운동으로서 LDM이 부흥을 

이룩하 다(安田 2000, 34-35).

이 운동은 1960년대의 LDM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과 개발운동｣

(NLDM)이라 불리고 있다.6) NLDM은 LDM에 비하여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데는 이하의 3점일 것이다. 제1점은, NLDM은 글로버리제이션 하의 미국의 단일

의 헤게모니 가운데서 Washinton Consensus에 의거한 세계은행이나 IMF라고 하

는 국제금융기관의 법정비지원으로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제2는, 당초 그 대상

은 시장제도의 확립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ㆍ상사법제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미국 

등 선진국원조가 가해짐에 따라 ｢법의 지배｣나 ｢좋은 통치｣ 등 정치과제에로 확

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7) 제3으로, LDM은 몇몇 예외를 제하고는 법률중심

4) 이 운동은 Trubek/Galanter(1974)에 의해 사망선고되어, Burg(1977), Merrymann(1977)에 
의해 檢屍報告가 작성되고, Tamananha(1977)의 병리학연구를 거쳐, 근년 Merrymann 
(2003)의 추상록도 발표되고 있다.

5) 安田(2000) 30-34．또한, 松尾(2003) 57-58은 Snyder(1980) 등에 의한 從屬論으로부터
의 어프로치를 ｢LDS의 제2의 물결｣로서 위치지우고 있지만, 이 어프로치는 이 글의 
관점에서는 Seidman(1978) 등과 함께 제3세계법학의 흐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6) NLDM이라고 하는 용어는 Trubek et. al(1994), Chua(1998)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Berkwiz et. al(2003)에서는 “second law and development movement”라 호칭되고 있
다. 또한, 松尾(2003)도 참조(역자 주; 서원우 ｢새로운 법과 개발운동의 의의와 전개 
― 법정비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법조, 2003. 12. 202-220 참조).

7) USAID는 법정비지원을 ｢좋은 통치와 민주주의｣의 확립가운에 위치지우고 있다. 세계
은행은 2001년 WB(2001) 이후 적극적으로 법의 지배의 달성이나 빈곤삭감과의 관계
법개혁을 위치지우고 있으며, WB(2002b) 등 매년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이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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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NLDM은 新制度經濟學 등 개발이론의 새로운 

움직임을 받아드리려고 하고 있는 점이다.8)

3. NLDM의 문제점

NLDM은, 세계은행이나 USAID의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한, 법의 지배나 

좋은 통치라고 하는 정치 역, 빈곤삭감 등의 사회 역 면에서의 법의 역할을 

시야에 넣고, 또한 방법에 있어서도 신제도학파에의 관심표명 등, 법률중심주

의적이었던 LDM에 비하면, 한결 넓고 또한 깊은 관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 

심화는 LDS 패러다임의 법규중심의 관점으로부터 법제도에의 관심의 깊이라

고 요약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서 강조되는 제도(institution)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신고전파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되어있지 못하고, 비

서구제국이라고 하는 신고전파경제학의 전통과는 이질적인 역사와 문화를 지

니고 있는 법제도의 파악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

문이 남는다.9)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이라는 전통이나 문화의 

역과 깊이 관련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의문은 중요하다. 이

것이 이하 개발법학의 방법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Ⅱ. 개발법학의 방법 1: 3개의 법리유형과 2개의 힘

이하. 이들 업적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가 이제까지 제창해온 아시아ㆍ비서

Law and Justice Homepage인, http://www.worldbank.org/legal/로부터 검색할 수 있다.
8) 이러한 관점은 WB(2002) 등 세계은행의 법제도의 위치부여에서 볼 수 있지만, 그것

은 시장시스템과 법제도를 거의 병행적으로 논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흐름에 속해 있다. 이러한 경향은 WB(2003d) 10-11이 법의 지배의 개념에 
관하여 지방문화나 사회상황의 모습을 고려하여 구상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더 파고
들지 않고, 실제로는 시장중심형개발, 법제도의 확충과 빈곤삭감이라는 3자간의 正
(plus)의 상관관계를 선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도 나타나 있다. 또한, Trubek은 
이것에 풀뿌리 레벨에서의 법의 지배의 확립과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을 들고 있다
(Trubek 1996, 安田 2000，35, 주 24).

9) 新制度經濟學派의 중심에 위치하는 North의 검토를 통하여 개발법학의 방법을 구축하
려는 노력으로서, 松尾(1999), (2000) 및 (2002b)의 일련의 작품이 있으며, 동(2003)은 
그것에 문화라고 하는 관점을 끌어드리려 하고 있다. LDS에 문화라고 하는 관점을 
끌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松尾가 검토하고 있는 Perry(2003) 이외에 Chua(1997)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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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계의 법의 靜態認識을 위한 3법리유형, 및 그것을 동태화한 ｢社會의 凝集

力｣과 ｢市場의 힘｣이라고 하는 2개의 힘 개념을 정리해 놓기로 한다.

1. 3개의 법과 법리유형

(1) 3개의 법: 固有法, 移入法 및 開發法

아시아를 포함하는 비서구제국의 법을 일별하면은, 거기에는 기원을 달리하

는 이하의 3개의 법이 존재하는 것이 이해된다.

1) 固有法

첫째는, 비서구지역의 식민지화 내지 근대화의 과정에서 서구근대법이 이입

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고유법｣이며, 고유법은 원시공동체로부터 식민

지화나 근대화 이전의 原國家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배양되어온 생활이나 관습

과 일체화된 법을 총칭하고 있다.10) 그들은 식민지화나 근대화의 과정에서도, 

공동체의 관습이나 가치와 접하게 관계지우면서 부지런히 생명력을 보지하

며, 오늘날에도 가족, 토지나 종교 등 사람들의 생활의 고장의 중심인 공동사

회에서 공식법 혹은 비공식법으로서 사람들의 생활을 규율하고 있다.

2) 移入法

식민지화 혹은 근대화의 관정에서 도입된 ｢이입법｣11)은, 식민종주국이나 근대

화의 과정에서 도입의 대상으로 삼은 근대서구 ｢모델국｣의 보편적인 법ㆍ법사상

을 반 하고 있다. 근대식민지지배가 ｢시장｣의 획득을 의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구근대법의 식민지에의 도입은 거래법이나 재판소법 등 그것과 관련된 제 제

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입법ㆍ행정ㆍ사법제도 등 각국

의 국가ㆍ법시스템의 전 구조를 커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를 형성하는 

10) Glenn은 서구ㆍ비서구를 가리지 않고 그 땅에 재생한 법전통으로서 “Chthonic Legal 
Tradi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창하고 있거니와(Glenn 2000, 56-85), 여기에서 말하
는 ｢고유법｣(indigenous law)은 이것에 매우 가깝다.

11) 移入法을 단순히 다른 사회로부터 이식된 법이라 총칭하는 한에서는, 예컨대 아시아
에 있어서의 이슬람법,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힌두ㆍ불교법, 중국관습법 등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이들은 이미 原國家時代에 있어서 ｢고유법｣에 동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되어, 이 글에서는 이입법을 ｢서구근대국가로부터의｣(식민지화 내지 근대화의 과정
에서 이입된, 법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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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법사상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

른바 ｢公式法｣體系의 중핵부분을 이루고 있다.

3) 開發法

고유법과 이입법이라는 대비는, 비교법만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법과 비국가법, 

공식법과 비공식법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법사회학이나 법인류학의 이론틀이기도 

하 다. 그러나 고유법과 이입법이라는 2분법만으로는 아시아ㆍ비서구세계의 법

현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이들 제국에서는, 제2차대전후의 독립후의 국가

형성(개발국가)의 과정에서 그 정치, 경제 및 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開發法｣이

라고도 부를 새로운 법유형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법은 일반적으로 국

가법으로서 이입법과 동일한 형식성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성질은 개발국가체제

의 모습을 반 하여 행정권력에 광범한 ｢정책｣ 결정(재량)권을 수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법부에 의해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입법｣과는 크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12)

(2) 3개의 법리: 共同, 市場 및 指令

3개의 법은, 이들 여러 국가의 법의 관찰에 의거한 단순한 분류이므로, 그것만

으로는 법제도의 분석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보편적인 操

作槪念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 이하의 3개의 법리개념이다.

1) 共同法理

고유법은 식민지화 혹은 근대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의 총칭이지만, 그 

연원은 인류의 역사상 ｢무리(群)｣로서 등장했을 때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무

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상호 ｢일체화｣하고 있는 관계13)이며, 무리의 성원은 

12) 본론에서 논하는 것처럼, 글로벌리제이션 아래에서의 개발국가의 포스트開發國家에로
의 병용의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법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렇지만, 개발법개념은 指令이라고 하는 법리개념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함과 
동시에 포스트개발국가가 개발을 과제로 하는 한, 아직도 유효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

13) 예릿히가 말하는 氏族을 낳게 하는 ｢상호의존의 감정에 의거한 연대감｣(예릿히 1984, 
25)이 이에 상당한다. 웨버가 말하는 Pietät와의 공통성에 대해서는 安田 1987, 5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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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의해 내부적으로 강하게 결합함과 동시에 외부에 대해서는 ｢他者｣로서 

적대하는 것이다. 이 성원의 일체성을 축으로 하는 법리를 ｢공동법리｣라 부른다. 

이 원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원리이며, 현재에도 ｢가족｣ 속에 

응축(凝縮)되어 있지만, 규모의 확대에 따라 다른 원리와 혼합된 결과 그 응축성

은 희박하기는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국가라고 하는 回路를 거쳐 지구

사회에로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혈족｣이나 ｢종교｣에 의한 人的共同體라고 

하는 갖가지 공동사회의 구성원리가 되어 있다.

2) 市場原理

이입법은 서구에서 형성된 근대법을 바탕으로 한다. 근대사회는 ｢신분으로부터 

계약에로｣의 이행으로서 상징되는 것처럼, 자유로운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계약

사회｣라 일컬어지거니와, 이 사회는 또한 시장이 전 사회를 커버하게 된 ｢시장사

회｣가 아닐 수 없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거래가 그러하듯이, 상호 

독립한 인격자로서 타자에 대치하여 계약관계를 맺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것을 

지탱하는 법리를 ｢시장법리｣라 부른다. 시장법리는 독립한 여러 개인간의 타자성

을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의해 성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타자성의 부정에 의해 성립되고 있는 공동법리와는 대조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

다. 이 법리는 ｢시장｣이라는 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경제사회｣에 가장 합

당하는 것이지만, 근대사회에서는 정치나 (공동)사회 역에도 침식하여 자유주의

나 법의 지배라고 하는 정치이념, 나아가서는 그 바탕에 있는 개인주의적 사회관

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사회를 커버하는 보편적인 원리로 되어 있다.

3) 指令法理

개발법은 개발국가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개입하는 법ㆍ정책을 총칭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명령과 복종을 축으로 

하는 ｢지령법리｣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원리는, 구 사회주의국가에서 전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 당연히 국가의 보편적인 본질에 관련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민주주의국가에서는, 법의 지배, 인권,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등 시장

법리의 침투가 보여지기는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최종적으로는 폭력에 의해 강

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지령법리를 근거로 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 법리는, 명령과 복종이라는 수직관계를 나타내는 점에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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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라고 하는 수평관계에 의거한 시장법리와는 대칭적인 

원리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전근대의 신분적 지배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

법리｣와 친근성을 가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지라도, 원리적으로는 그것 없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법리와는 준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14)

이들 3법리에 대하여, 그것에 관련되는 ｢법｣과의 관계를 표로 한 것이 <표 1>

이다. 이들 3개의 법리는 상호 대립ㆍ보완해 가면서도, 이른바 時空을 초월한 인

간사회의 기본적인 관계원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법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를 

탐구하는데 있어서의 유효한 조작개념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３法理類型

法理類型 共同法理 市場法理 指令法理

 法類型 固有法(原國家) 移入法(植民地國家) 開發法(開發國家)
 基本的價値 友愛 自由 平等(再配分)
 社會行爲모델 構成員의 一 化 市場에서의 等價交換 優越者(國家의 强制)

 基軸社會
共同社會
(家族, 地域等) 經濟社會(市場社會) 政治社會(國家)

 國家모델 코뮨國家 近代(資本主義)國家 社會主義國家

 規範의
 一般的性質

明確하지 않고,
코뮤니티 內에서의
콘센사스

裁判所(審判者)에의
明確한 規範
(解釋基準)의 제공

國家․上級機關에의 
裁量權付與

 典型的法分野 家族法․宗敎法 民商․取引法 公法․行政法

 紛爭處理方式 和解․調停
專門的第三者
(審判者에 의한 裁決)

上級機關에 의한
再考慮

 解決時의
 基本的價値

構成員全員의 滿足
(調和) 

規範의 解釋에 의한
正當性 (正義)

個別사례에 의한
妥當性 (公正)

 典型的인
 紛爭處理 機關

非公式紛爭處理機關 裁判所․專門的仲裁機關 行政審判所

14) 특히 서구의 연구자는, 아시아의 권위주의체제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양자를 혼동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Perry(2002). 그
러나, 지령법리가 공동법리와 이질이라는 것은, 최근의 이라크ㆍ아프간전쟁에서의 미
국군과 구안다모나基地나 이라크의 아브그레이브矯導所에 수용된 ｢테러리스트｣들의 
관계를 보면 분명하다. 양자간에는 아무런 공동성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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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似한 3類型

田中成明
노네․셀즈닉
앵거
카멘카 테이
야슈가이

너
포라니
岩田昌征
中村尙司
폴․데이릿지
우고․마다이

自治型法
應答型法
慣習․相互關係
게마인샤프트 型法
慣習
未開
互酬
友愛
人格
愛
傳統法의 支配
(法의 東洋的見解)

普遍主義型法
自律型法
法秩序․法體制
게켈샤프트 型法
市場
市場
交換
自由
價格
正義
職業的法의 支配
(西歐法傳統)

管理型法
權威型法
管理的․官僚的法
官僚․行政型法
國家 및 그 法
hierachy
再配分
平等
規格
權力
政治法의 支配
(開發․移行의 法)

＜出典＞ 田中成明, “日本法文化의 現況과 課題 ― 權利主張과 裁判利用을 둘러싸고”, 思想, 
No. 744(1986), 노네․셀즈닉(六本佳平譯), 法과 社會變動의 理論, 岩波書店, 1981年, Unger, op. 
cit., Augen Kamenka & A.E. Tay, “Social Traditions, Legal Traditions” in Kamenka & Tay 
(ed.), Law and Social Control, Edward Arnold, London, 1980, Yash Ghai, “Land Reforms and 
Paradigm of Development: Reflections in Melanesian Constitution”, in P. Sack and E. Minchin, 
Legal Pluralism, Proceeding of Canberra Law Workshop Ⅶ, ANU, Canberra, Australia, 1986, 
D. Milner, Social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 1976, 칼 포라니― (玉野井芳郞․栗本愼一郞
譯), 人間의 經濟(上), 岩波書店, 1980年, 岩田昌征, 社會主義의 經濟시스템 新評論, 1975年, 中
村尙司, 共同體의 經濟構造 新評論, 1975年. Paul Tillich, Love, Power and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Ugo, Mattai(1997), “Three Pattern of Laws: Taxonomy and Change in 
the Worlds Legal System”　45 Am. J. Comp. L. Winter 1997.

2. 법의 동태인식을 위한 2개의 힘

3개의 법리유형은, 법과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의 말하자면 靜態的인 

인식을 위한 것이고, 법이나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動態認識을 위해서는 반드

시 충분하다 할 수 없다. 거기에는 발전을 추진하는 동적인 개념의 구축이 필요

하게 된다.15)

15) 世界시스템論에서는 시장시스템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해체한다고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이 관점으로부터는 그러나 어찌하여 사회가 존속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
다. 그리고, 이 2개의 힘과 그것이 기능하는 場이라 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하는 구
상은, 末廣嚴太郞의 ｢不連續線的渦流｣가설( 島, 1957; 368, 383)과 동일한 관점에 입
각하고 있으며, 그 전통적 요소인 ｢在來의 秩序｣는 사회의 응집력에, 현실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형성력｣은 시장의 힘과 겹친다. 이 개념은 또한 폴라니의   
｢社會의 防衛｣와 ｢經濟的自由主義｣와도 대응하지만(폴라니 1975, 184-221), 이제까지 
논해온 바와 같이 근대사회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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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市場의 힘과 社會의 凝集力

市場의 힘 社會의 凝集力

個化
遠心力
計算合理性
普遍化(性)

集合化
求心力
全體的合理性
特殊化(性)

(1) 사회의 응집력

공동법리는, 그 단위로 되는 ｢사회｣내부에서의 응집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여기에 ｢사회의 응집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개념을 상정할 수 있다. 사회의 

응집력은 이하의 3개의 속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첫째는, ｢集合化｣라고도 일컬

을 성질의 것이며, 이 힘이 극대 던 시원적인 무리(群)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이 

힘에 의하여 유기체로서 응고되어 있었다. 둘째로, 거기에서는 이 공동체가 전체

로서 생존을 걸고 있으므로, ｢全體合理性｣이라고도 부를 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합리성은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항하는 ｢시장의 힘｣의 속성인 ｢個別

的合理性｣에 압도되기는 하지만, 현대에도 국익이나 공공의 복지라고 하는 개념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기능하고 있다. 셋째로, 그것이 유기체로서 타와 

구별되는 배타적인 집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特殊性｣에 의해 특징지어진

다. 현대에 있어서도 지역이나 국가 등의 공동사회가 특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

여 성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응집력의 이러한 성질에 의한 것이다.

(2) 시장의 힘

시장법리로부터 도출되는 ｢시장의 힘｣은 ｢사회의 응집력｣과는 정반대의 속성

을 지닌다. 첫째로, 이 힘은 ｢個化｣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원시사회에 있어서도, 

사람이 個로서 태어나 죽어가는 한에 있어서는 개인이 존재하고 있었을 터이지

만, 그것은 유기체로서의 사회에 거의 완전히 짜여들어 가있었다. 이 힘은, 群社

會, 부족사회나 原國家 등의 사회에 침투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해체시키면서, 그 

구성원을 個에로 분해해 간다. 사회의 응집력은 이에 대응하면서 보다 큰 레벨에

서 사회를 결집해 가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성원의 ｢個化｣가 달성되는 것은 

시장의 힘이 전면적으로 전개를 본 근대사회에서이며, 그것도 ｢국민｣으로서 다. 

둘째로, 이 힘은 개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個別的合理性｣이라고 부를 성

질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근대사회에서의 ｢個人의 內的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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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나 그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과학에서의 ｢計算合理性｣

은 시장의 힘의 個化라고 하는 성질을 반 하고 있다. 셋째로, 이 성질로부터   

｢보편성｣이 도출된다. 평등ㆍ등질의 개인을 전제로 하는 한, 그로부터 보편성을 

도출하기란 용이하며, 이것은 보편적 단위인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고 하는 인권사상에 전형적으로 보여진다.

(3) 調停法理로서의 지령법리

공동법리와 시장법리는, 이상과 같이 사회의 응집력과 시장의 힘이라고 하는 

힘의 개념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들 2개의 힘의 대항과 충돌이라고 하는 관

점으로부터 사회나 국가의 발전을 구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령법리는 

독자적인 자립적인 힘 개념으로 전환될 수 없고, 결국은 그것은 2개의 힘의 대항

ㆍ충돌이라고 하는 상황 아래서 여러 가지 행동주체(actor)의 이해를 권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기능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2개의 힘을 둘러싼 상황

2개의 힘의 발현에 대해서는, 이미 原國家, 식민지국가 및 개발국가라고 하는 

국가유형과 함께 다른 곳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安田 2000, 52-70．여기에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간단히 논하기로 한다).

19세기에는, 시장의 힘은 原(전 근대)國家의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공동성을 

해체하고,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사회를 창출하고, 이것에 대응하여 사회의 

응집력은 전통사회로부터 국민국가로서 스스로를 공동사회로 재편하 다. 이 국

가에서는 개인주의가 전면적으로 개화하 으나, 국민국가의 틀을 초과할 수는 없

고, 거기서의 개인은 어디까지나 국민으로서의 개인이었다. 20세기에 들어오면, 

시장사회의 個化가 가져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의 틀 속에서 사회의 응집

력이 그 힘을 강화한다. 20세기에는 제국주의, 내셔널리즘, 복지국가, 사회주의국

가 그리고 개발국가 등 이 세기는 ｢국가｣의 세기 지만, 국가의 지령법리의 발현

의 기초가 19세기의 자유방임형의 ｢시장｣으로부터 국민｢공동사회｣에로 변용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

介入國家의 비대화는, 20세기말의 글로벌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부의 실패｣로

서 그 한계를 노정하 다.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재활성화한 시장의 힘이 ｢국민국

가｣의 틀을 해체하고 있다. 현재 빈발하는 에스닉크(민족)분쟁은, 말하자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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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에서의 혼란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의 응집력은 보다 

확대된 레벨에서의 공동사회의 구축을 불가피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글로벌ㆍ거버넌스나 글로벌ㆍ코뮤니티라고 하는 말에 

의해 표현되고 있듯이, 지구세계라고 하는 단위 속에서 국민으로서의 개인을 넘

어서는 보다 보편적인 인류로서의 개인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16)

<표 3> 2개의 힘의 전개모델

基層社會 → 原國家 → 植民地國家 → 開發國家 → 포스트開發國家 → 地球統治 ?

群․部族    共同體   疑似國民(市民)　 國民                 地球市民

← 社會의 凝集力―――――――――――――――――――――――――市場의 힘→

Ⅲ. 개발법학의 방법 Ⅱ: 3개의 사회상과 그 발전이념

본 절에서는, 이제까지 검토해온 3법리를 개발이라고 하는 정책과제에 가깝게 

하기 위해, 이와 관련시켜 ｢공동사회｣, ｢경제사회｣ 및 ｢정치사회｣라고 하는 3개 

社會相(Dimension)을 설정하여, 그 정의를 시도해봄과 아울러, 그로부터 각각의 

사회에 있어서의 ｢개발｣이념을 검토한다.17) 사회가 총체로서 존재하는 것인 이

상, 개발이념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들 사회상이 상이한 

원리를 축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법 정책의 디자인을 생

각는데 있어서도, 제1차적으로 이들 相違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불가

결한 것으로 생각한다.

1. 3개의 사회상

16) 이 글에서의 기본인식으로서 ｢포스트開發國家｣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17) 현실적으로도 사회학, 경제학 및 정치학과 같은 주요한 근대사회과학의 ｢分化｣는 이
러한 요청을 반 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법과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이라고 하는 3
개의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들 사이의 원리의 상이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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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회

공동사회란, ｢공동법리｣를 기축으로 하는 본래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

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행하고 있는 場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地緣ㆍ血緣 등의 일체화를 축으로 하는 공동의식을 통하여 ｢공

동사회｣로서 결합하고 있다. 이 사회는, 가족으로부터 지역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지연적 회로를 통하여 지구인류사회로까지 확대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혈연

이나 종교 등의 인적 결합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사회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생각할 것 같으면, 공동사회는 사람들의 보지하는 공동성의 모습에 

따라 다양하고도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사회나 국가(공

동)사회는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점착체로 이하에서 논하는 정치사회나 경제사회

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 그것은 시장법리나 지령법리와 상호 침투하면서 지구

공동사회로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여러 가지 레벨에서의 ｢경제사회｣나 ｢정치사회｣

를 기초지우며, 이들 사회와 함께 전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2) 경제사회

｢경제사회｣는, 현실에 있어서는, 문화나 전통을 통해 공동법리에 의해,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구현되는 지령법리에 의해 수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법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인류의 꿈을 걸고 20세기초두에 등장한 ｢指令｣

計劃經濟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체제가 1990년대 초두에 붕괴되고, ｢共同型資本

主義｣라고 하는 특이한 자본주의로 급성장한 동아시아제국이 1997년의 경제위기

의 결과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사실로도 분명하다.

거기에서는, 경제주체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하여 다른 주체와 경쟁 

혹은 계약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확보하기 위

한 제도적 기구가 정비됨과 동시에, 그 활동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透明性｣

이나 ｢說明責任｣이 ｢법｣에 의해 과해진다.

근대사회에서는, 정치사회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나 법의 지배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공동사회편성원리로서의 개인주의적 세계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법리

가 전 사회를 커버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3) 정치사회

｢정치사회｣는, 권력을 둘러싼 세계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지령법리｣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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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세계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근대정치사회는 슘페타가 그것을 시장경제시

스템과 대비한 것처럼,18) 민주주의나 법의 지배나 ｢개인의 자유｣이념 등, 시장법

리가 그 표층을 커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치학자가 논하고 있는 것처럼, 정

치가 권력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이 권력이라 함은 명

령과 복종의 관계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최종적으로 인민을 폭

력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3개의 社會層

 

經濟社會(市場法理)

政治社會(指令法理)

共同社會(共同法理)

社會의 凝集力

市場의 힘

이에 대하여, 지난날의 사회주의는, 그것이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ㆍ사회의 전 

시스템을 집어삼키려는 것이었고, 개발국가도 이들 상이한 원리로 기능하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지령법리가 확장된 국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할 것 같으

면, 정치사회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사회와 공동사회라고 하는 상반되는 원리가 기

18) 슘페타는 민주주의를 ｢개인이 사람들의 투표라고 하는 경쟁적 투쟁에 의해 결정권력을 
취득하는 정치적 결정 달성을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Chua 1998 at 27. 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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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있는 사회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권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회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이상 3개의 사회상은, 일테면 사회 전체를 관찰하기 위한 벡터(vector)로서 구

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층으로 하여 중층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문

화나 전통 등 공동법리를 축으로 하는 공동사회를 최 저변으로 하고, 이것을 기

초로 하면서 또한 시장사회인 경제사회의 보편성에도 규정되는 정치사회, 그리고 

이들 2개의 사회에 향을 받으면서도 시장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시스템을 유지

하고 있는 경제사회라고 하는 3개 층이 이것이다.19)

2. 3개의 개발이념: 개발법학의 이념적 목표

개발법학의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발목적에 관련되는 윤리개념을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이미 安田(2000)에서 논해지고 있지만, 전술한 

사회상을 기초로 하여 사회, 정치 및 경제라고 하는 3개의 개발이념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개발개념이 포괄적 전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것 같으

면, 사회상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정을 필요로 하지만, 개발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생각한다.

(1) 사회개발

사회개발의 과제는, 사람들이 類로서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一體化｣ 즉 連

帶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연대나 공생이라고 하는 원리는 공동법리를 이념화

한 것이지만, 근대화의 과정에서 시장의 힘에 의한 개인주의의 철저에 의하여 전

통적인 공동사회가 해체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본바와 같이, 이 점

착력 없이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최근에는 글로벌리제이션 아래에서

의 시장화가 초래케 한 갖가지 문제에 대한 대항원리로서 이 원리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선진제국에서는, 지역복지나 지역통화구상 등과 같은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는 

19) 이른바 唯物史觀에서는, 공동사회는 별도로 하고 정치사회는 경제사회라고 하는 기초
구조를 토대로 하여 성립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정치사회가 시장의 힘과 사
회의 응집력의 대립을 조정하는 場이라고 이 글에서의 구성에서 볼 것 같으면, 특수
성을 구현하는 공동사회와 보편성을 축으로 하는 경제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특히 中西, 1994)을 힌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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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티운동이 활성화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개발의 추구의 결과 

생겨난 빈곤삭감이나 환경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수법으로서 다양한 ｢사회개발｣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바야흐로 글로벌한 과제로 됨에 이르 다. 이 

이념은 단순한 경제개발을 위한 보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사람들의 

일체화ㆍ연대 그 자체가 개발의 목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20)

(2) 경제개발

경제개발의 목표는, 사람들의 물적인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를 위해서는 시장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인 것은, 그 止揚을 의도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말해주듯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21) 물적인 부는 시장에서의 재화나 서

비스의 거래의 총량으로서 계산되는 것이므로, 시장의 적정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

하여 그 장해나 규제를 제거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조건이다.22)

그러나 경제(시장)합리성의 추구 세계적인 레벨에서의 빈곤과 환경문제라고 하

는 ｢시장의 실패｣에서 결과한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그 주체인 ｢사람들의｣

라고 하는 개념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앞서

의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인 것이다. 시장이 글로벌한 것으로서 전개되

고 있는 이상, 여기서의 공동사회가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는 지구레벨의 것이

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수법인 지령법리를 축으로 하는 정부통제나 저항에서 말한 것과 같은 공동법리

를 축으로 한 사회적 규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세계은행은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의 
자산의 이용과 access에의 잠재능력을 지배하는 공식ㆍ비공식의 rule 및 사람들이 생
활을 위해 획득하는 환경에의 향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WB 2004, 7)는 것으로 하
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 동일하게 강조되는 사람들의 신뢰나 네트워크와 깊이 
관계하고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의 개념과 거의 겹치는 것을 생각할 것 같으
면, 사회개발의 이념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일체화의 극대화｣에 극히 가까운 존
재라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21)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시장의 역할에 관해서는 WB(2000)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2) 이 전제로서 재화의 생산 총량의 증대라고 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이다. 그것은 근대자

본주의사회에서는 投入勞動總量으로서 시장거래레벨에서 계산되지만, 생산 그 자체는 
생산조직의 문제이며, 그것을 낳게 하는 ｢공동성｣ 즉 공동사회에 관련된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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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개발

정치개발이 지향하는 것은 사람들의 권력의 극대화이다. 권력이란 사람을 지배

하는 힘이며,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지령법리와 접하게 관련되며, 그것은 지

배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을 지닌다. 근대국가에서는 그것은 주권으로 국가에 

의해 독점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는 권력을 지탱하는 총체로서의 국민의 의사

를 반 하는 민주주의이념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개발국가체제 아래에 

있어서는 개발주의와 연동된 내셔널리즘의 향 아래 국가와 사람들은 선험적으

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강권국가를 낳아 왔다.

국가(정부)만이 반드시 사람들의 권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며, 이것

은 글로벌리제이션 아래서의 국가의 흔들림 현상 가운데 더욱 더 명료해지고 있

다. 정치개발을 둘러싼 과제는 사람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국가로부터 해

방시킴으로써 재정의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근년의 정치개발을 둘러싼 ｢좋은 통

치(good governance)｣나 ｢법의 지배(rule of law)｣ 개념은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

고 있다. 또한, 그것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넘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다른 한편

으로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의 고장인 지방에로의 권력이양 즉 분권화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을 둘러싼 정치의 시장화 즉 시장법리의 도입으로서 특징

지어지지만,23) 분권화나 참가형 개발에서 주장되는 사람들의 자기권력화(Self- 

Empowerment)의 이념은 공동법리와 접하게 관련하고 있다.

개발의 개념은 전체적ㆍ포괄적인 것이며, 이것을 사회, 정치 및 경제라고 하는 

개개의 위상으로 완전히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3개의 사회상과 개발이

념의 설정은 구체적인 개발과제에 관하여, 공동, 시장 및 지령이라고 하는 3개의 

법리가 정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유효분야를 설정함을 가능케 한다. 개발법학

의 정책레벨에서의 과제는 이들 제 개념을 더욱 정 화시키면서, 구체적인 개발 

분야에 대한 정책모델을 설정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디자인 되어진 법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ㆍ계측하는 것이다.

23) 예컨대, 미국의 USAID의 홈페이지 “Democracy and Governance”는 법의 지배, 선거 
및 정치과정, 시민사회와 통치로 나뉘어 있지만, 이들은 어느 것이나 미국모델인 개인
주의적인 보편주의를 전제로 구상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http://www.usaid.gov/our 
work/democracyandgovernance/technicalareas/civilsociety/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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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발법학의 방법 Ⅲ 법의 3층구조: 규범ᆞ제도ᆞ문화로서의 법

이제까지 검토해온 ｢공동｣, ｢시장｣ 및 ｢지령｣이라고 하는 법리개념과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동인인 ｢사회의 응집력｣과 ｢시장의 힘｣이라고 하는 2개의 힘, 그

리고 그들이 기능하는 고장인 ｢공동사회｣, ｢경제사회｣ 및 ｢정치사회｣라고 하는 3

개의 사회상과 개발이면은, 일테면 법의 성질 내지 가치에 주목한 것이며, 법제

도라고 하는 하나의 서브시스템(subsystem)의 구조 그 자체의 분석을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구조적인 인식을 위한 틀을 설정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과제는, 법사회학의 중요과제의 하나이며, 최근에도 로꾸모도(六本)가 

법 시스템의 3차원모델을 제창하여, 그 제3차원 속에서 核으로 위치하는 문화로

부터 법, 정치 등의 서브시스템에로 분화해나가는 구조를 垂 構造로서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六本 2002, 11-17). 그리고 千葉의 공식법과 비공식법, 고유

법과 이식법 및 법규칙과 법전제라고는 3개의 다이코토노미와 ｢1법문화의 문화

적 동일성을 기초지우는 원리｣인 아이덴티티法原理라고 하는 7가지 도구개념도, 

어떤 국가 내지 법주체의 법(문화)의 전체구조를 이해함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다.24) 또한, 최근의 法移植을 둘러싼 논의(예컨대 Nelken/Feest, eds., 2001)는 법

과 법문화의 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여기

에서는 이들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법의 3층구조적 인식을 제창한다.25)

1. 3개의 법 : 규범, 제도 및 문화로서의 법

六本에 의하면, 예릿히는 법질서를 ① 사회의 일반성원의 일상의 행동의 레벨, 

② 개개의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기관의 판결에 있어서의 구체적ㆍ개별적인 규범

레벨, ③ 정규의 입법기관, 또는 법 정립의 권위를 사실상 인정받은 법조인에 의

24) 千葉(1998) 61-89．千葉理論에 대해서는 角田에 의한 포괄적인 소개ㆍ코멘트가 있다
(角田 1999, 2003). 필자도 그것을 시도한바 있지만(安田 1997), 필자로서는 현재까지
도 아이덴티티법리개념을 완전히는 이해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
려 필자는, 구 이론인 原理法ㆍ公式法ㆍ非公式法이라는 3원구조론(千葉 1989，131- 
140)에 끌리는바가 크고, 여기서의 3층구조론은 거기에서 힌트를 얻고 있다.

25) 이하의 논의는 Yasuda(2003b)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松尾(2003)는 ｢개발법학을 
위한 사회인식모델｣로서 ① 규범이론, ② 제도, ③ 조직 및 ④ 개인의 4개의 레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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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상적ㆍ일반적인 법 정립레벨이라고 하는 3레벨에서 존재하며, 이들 각 레벨

에는 ｢살아있는 법｣, ｢재판규범｣ 및 ｢법명제｣라고 하는 법규범이 존재한다고 한

다(六本 1986, 21-22). 이들은 일테면, 법의 유형으로서 구상되고 있으며, 반드시 

層構造로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그 뒤 100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법의 차지하

는 위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것을 어떤 국가의 법 시스템

의 전체구조를 구성하는 ｢규범으로서의 법｣, ｢제도로서의 법｣ 및 ｢문화로서의 법｣

이라고 하는26) 3층구조로 되돌려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로 인해 어떤 국가의 법 시스템의 전체구조를 정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 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현대사회에서는 제1차적으로는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제정법규범으

로서 인식된다. 이들은 일정한 형식에 따른 언어적 정보로서 법령집 등에 수록되

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으로서의 법｣은 그들을 중심으로 하

지만, 판례나 政令規則 등과 같은 하위입법27)을 포함하는 실정법학(법해석학)의 

대상으로 되는 실정법의 총체라고도 할만한 것이고, 그 한도에서 관습까지도 포

함한다. 이들은 헌법ㆍ기본법을 정점28)으로 하여 법해석학 고유의 체계를 구성하

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학설이나 해석원칙을 포함하는 실정법학의 ｢法源｣

에 상당한다.

규범으로서의 법은, 이념적으로는 국가법체계로서 가장 강한 강제력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되지만, 현실에는, 그것은 단순한 언어적 메시지에 불과하고, 그것이 

다음에 논할 제도로서의 법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 아무런 사회적 강제력을 획득

26) 법규범, 법제도 및 법문화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각 단계에 존재하
는 법의 기능에 주목하기 위해 굳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Hoecke/ 
Warrington(1997)도 분석용어로서 ｢규범으로서의 법｣ 및 ｢문화로서의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도로서의 법이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규
범으로서의 법｣에 포함되는 듯 하다.

27) 하위입법이나 규칙은, 그것이 하위에 내려감에 따라 다음에 논할 제도로서의 법의 작
동 역에 들어가, 그 속에서 기능한다. 위헌심사를 정점으로 하는 법령심사는 이들 규
범이 규범으로서의 법인가 어떤가를 심사한다.

28) 다만, 기본법이 하나라고만 한정되지 않고, 파키스탄 등 이슬람국가의 많은 경우, 이
른바 世俗法과 함께 이슬람법을 그것과는 독립된 법체계로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실정법레벨에서도 다원적 법체계가 존재하게 된다.



2005. 3.] 開發法學의 意義와 方法 565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규범으로서의 법은 실정법학의 법체계로서 존재

하는 언어적 표현으로서의 법이다.29)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제도로서의 법의 

해석적 근거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명석하고도 논리적인 언어에 의

해 표현됨으로써 ｢명령｣으로서 사람들의 행위를 직접ㆍ간접으로 규율하는 것으

로 관념된다.30)

(2) 제도로서의 법

규범으로서의 법 자체는, 단순한 언어적 메시지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보다 

현실레벨에서의 ｢법｣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재판소를 중심으로 하는 각가지 

법적 제제도(legal institutions)에 의해 그 규범성이 확정되고 강행된다(enforce)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러한 과정에 존재하는 법을 ｢제도로서의 

법｣이라 부른다.

｢제도로서의 법｣은, 현실의 정치ㆍ경제ㆍ사회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당사자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교착하면서 강제규범으로서 실현되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

는 제도라 함은 재판소만이 아니라 입법기관, 행정관청이나 자치제 그리고 사적 

분쟁처리기관을 포함하지만,31) 재판소가 그 중심에 위치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거기에서는, 판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가 ｢규범으로서의 법｣을 실정법

학의 제 절차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서 실현되는 제도로

서의 법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사실이 교착하는 분쟁과정 속에서 모습을 나타

내는 것이며, 따라서 실정법학의 관념의 체계인 ｢규범으로서의 법｣과는 상이한 

위상에 위치하는 것이다.32) 이 과정에서, 규범으로서의 법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규범체계로서의 자기완결성은 상실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에 의해 그 정당성이 

물어지는 ｢제도로서의 법｣으로 전화한다. 이 과정의 연구에는, 법사회학과 같은 

관련 사회과학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29) Tamanaha는, 법을 관습ㆍ동의(custom/consent), 도덕ㆍ이성(moral/reason) 및 실정법
(positive law)의 3자로 구분하여, 각각 역사법학, 자연법학 및 분석법학의 대상 역으
로 설정하고 있자만, 이 글에서 말하는 규범으로서의 법은 분석법학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실정법과 겹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amanaha 2001, 8-9. 참조.

30) 이로 인해 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라고 하는 법 시스템의 특징이 확보된다.
31) 六本(1986, 136)가 ｢법 기구｣로서 드는 ① 입법기관, ② 재판기관, ③ 법적역무제공기

관, ④ 수사소추기관, ⑤ 규제기관 및 ⑥ 집행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32) 리어리즘법학이 법규범의 구조보다도 재판관의 성향이나 취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場이 재판관을 통해(규범으로서의) 법이 사회와 마주 보는 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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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서의 법의 ｢집행｣의 장인 사법과정과 더불어, 거기에서 집행된 법이 

규범으로서의 법으로 피드백 해나가는 입법과정(법 ｢제정｣의 장)에 있어서도 동

종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법이라 함은, 입법부

에서 제안된 법안 등이며, 엄 하게는 법이라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실현된 제

도로서의 법이 현실의 사회와의 접촉의 결과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법｣을 형성

하는 것으로서, 집행과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연구과제인 것이다.33)

｢제도｣및 ｢집행｣의 양 단계에서의 제도로서의 법은, 규범으로서의 법을 外延的

으로 둘러싸고, 이것과 사회 사이를 연결하는 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법이다. 

그것은, 그것이 작동하는 제도에 상응하여 여러 가지 변용을 이루는 불정형의

(amorphous) 존재이며, 제정과정에서는 보다 추상적인 ｢규범으로서의 법｣을 창출

ㆍ수정․확정하고, 집행단계에서는 강제를 통하여 사회를 통어함과 동시에 그 결

과로서 규범 그 자체를 수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제도로서의 법｣의 역은 

법과 사회적 실체의 상호관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사회학의 주요한 과제이다.

근년의 새로운 법과 개발운동(NLDM)이 신제도학파의 관점을 받아드리면서,  

｢제도｣(institutions)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난날의 법과 개발운동 패러다

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임은 틀림없지만, 개발법학의 대상국인 비서구세계에서는, 

법제도 그 자체가 서구사회로부터 ｢이식된｣ 존재이며, 그것과 고유시스템과의 괴

리나 대항이야말로 검토과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되며, 이 문제는 제도의 밑바닥에 

있는 ｢문화｣와 관련하는 것이다.

(3) 문화로서의 법

서구사회에서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제도로서의 법(이하 이것을 법제도라 한

다)은 로마법계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식현상을 수반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

로 역사와 문화 가운데서 배양된 것이며, 법문화의 문제는 법제도의 일부로서밖

에 다루어져오지 않았다.34) 이에 대하여 비서구ㆍ개발도상지역에 있어서, 법제도

는 기껏해야 200년 전에 소급하는 서구근대세계의 본격적 확대에 수반하여 그 

식민지화 혹은 강제된 ｢근대화｣ㆍ서구화(일본, 중국, 태국 등)의 과정에서 도입

33) 법학의 분야에서 종종 제창되는 ｢입법학｣이라고 하는 연구장르는 이것과 접하게 관
련된다.

34) 서구제국에서의 법문화에의 관심은, 독자적인 발전을 계속하는 비서구세계법과의 접
촉과 서구사회 자체의 이민증대에 의한 다문화사회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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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며, 고유의 사회의 문화나 전통 가운데

서 ｢내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서는, 서구제국으로부터 도입된 移入法制度는 국가법으로서 위치지어지

는 한편, 주민의 생활에 뿌리내린 고유법의 많은 것은 비국가ㆍ비공식법으로서, 

법제도로서의 완전성을 상실해 갔다. 독립 후의 국가체제 가운데서, 이들 국가에

서도 서구이입공식법과 고유의 살아 있는 법인 비공식법의 통합이 시도되어 왔

지만,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성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비서구세계의 법의 

전체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제도로서의 법｣이라고 하

는 광의 법제도와는 별도로, ｢문화로서의 법｣이라고 하는 독자의 법 개념을 설정

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 개념은 구미제국에서도 점차로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법문화｣ 개념과 거의 공통적인 것이지만, 서구의 법문화개념이 법제도의 기초에 

있는 일테면 종속변수로 되는데35) 대하여, 이것과는 독립된 역을 가지고 있으

며, 많은 경우 이와 대립하여 존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슬람법계 제국에서는, 이슬람법은 속인법(personal law)으로서 국

가법에 의해 인지되어, 그것을 관할하는 이슬람재판소도 설치되고, 일반적인 세

속법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립한 독자의 법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이 경우, 

이슬람법은 세속적인 헌법체제에 의해 혹은 이와는 독자로 제정법이나 기타의 

법원과 더불어 ｢규범으로서의 법｣을 형성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슬람재판소를 통

하여 제도로서의 법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즉, 이슬람법은 세속적인 국가법과 대

항하는 독립된 법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의미에서의 다원적법체제

가 1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대립은 이입된 법제도와 고유한 문화로서의 법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 구조는 그만큼 법제도 자체의 취약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35) 예컨대, Friedman은, 법문화를 ｢주어진 사회의 사람들에 의해 보지된 법에 관한 이념, 
태도, 기대 및 의견｣이라 정의한다(Friedman, 1994). 최근에는 서구법과 비서구법의 
이질성에 주목하면서, 그 고유성을 의식하고, 비교모델을 제시하는 Hoecke and 
Warringon(1998)이나 아시아를 시야에 넣은 새로운 법유형모델을 제창하는 Matai 
(1997), 서구법과 비서구법의 대비를 넘어선 ｢법전통｣(Legal Tradition)에 의해 법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Glenn(2000) 등 새로운 비교법의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Nelken/ 
Feest eds.(2001) 속의 제 논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문화(필자의 말로 바꾸어 말하자
면 ｢문화로서의 법｣)의 이식가능성(transplantability)을 논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나
타나 있다. 그리고, 비교법문화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을 논
하는 木下(1999)나 이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비교법사회론｣을 제창하는 것으로 
廣瀨(2002) 등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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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서의 법은, 당해 사회의 사람들의 고유한 가치에 뿌리박은 것이며, 일반적

으로 일컬어지는 ｢법의식｣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그것은 전2항

에서 논한 ｢규범으로서의 법｣은 고사하고 ｢제도로서의 법｣과도 상이한 법 역

이다. 제도로서의 법을 논할 때 말한바와 같이, 법제도라고 하는 장에 있어서 규

범으로서의 법을 제도로서의 법에로의 변용을 이룩하게 하는 ｢사회｣에 내재하는 

가치이념이다. 서구제국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역사적 문화적인 연속성이 존재

하고 있는 결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쌍방이 변용하는 것으로 상정되지만, 이러한 

조건을 지니지 않는 비서구 제국에 있어서는, 이슬람법과 같은 제도화된 고유법

역을 제외하고, 이러한 관계는 절단되고 있으며, 이입된 법제도와 고유의 법문

화가 맞물림이 없이 존재하고 있다.36) 이 문제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는 개발법

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2. 법의 3층구조

이들 3개의 법 개념을 조작하면서, 어떤 국가의 법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 

한다면, 이하와 같은 3층구조를 그릴 수 있다. <그림 2>

그 밑바닥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문화로서의 법｣이다. 그것은, 서구선진제국

의 법문화론의 주요관심사인 ｢사람들의 법적 태도｣와 겹치는 것이다. 그러나 서

구제국에 있어서는, 문화로서의 법은 제도로서의 법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겹치

고 있으며, 구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극히 엷은 층을 구성

하는데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비서구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논한바와 같은 이

유로, 문화로서의 법은 기본적으로 서구제국으로부터 이입된 ｢규범 및 제도로서

의 법｣과는 깊이 그리고 광범한 거리를 지니고 있다.37)

36) 문화는 결코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변화에는 규범이나 제도에 비해 보다 장기
의 기간을 요함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7) 예컨대, ｢일본인의 소송기피｣라고 하는 것이 화제가 되는 경우, 그것은 일본인 사이
에서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국가법제도와는 별도
의 장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川島, 1967). 비서구제
국과 같이 국가법재판소가 근대국가형성의 도상에서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강제된 경
우는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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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法의 三層構造

                             (指令法理)                       公式法體制

　　　　　　　　　　　　　

                                (市場法理)

                      (法의 制定) 　　　　　(法의 施行)

                       立法府　 　　　　　 　司法府

      　　　社會의 法化　　　　　     　　　　 法의 社會化　
                                        　　　　　　          非公式法

                                                                   　
                                                                          法意識

                                   (共同法理)

(1) 문화로서의 법

법 시스템의 기초에는, 문화로서의 법의 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 역은 

이제까지 보아온 공동사회의 밑바닥부분인 가족이나 지역ㆍ종교공동체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동법리를 축으로 하는 고유법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얽히어 있으

며, 이 경우 그 전통이나 역사에 뿌리박은 독자의 비공식의 분쟁처리제도를 가지

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 한도에서 재판소 기타의 국가적 제 제도와는 관계하

는 일이 없다. 그러나 도시화나 시장화의 과정에서, 공식의 제도에 의거하는 보

편적ㆍ세속적 가치와 고유의 가치가 접촉하여 대립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38)

38) 이슬람원리주의와의 관계에서,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세속법질서와 이슬람법질서의 
갈등ㆍ상극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구체적으로도 인도에서의 이슬
람교도가 이혼자에 대한 생활비지급을 정한 세속법을 거부한 샤바노―사건이나 힌두
의 샤티(과부분사)사건에 관련된 국가법과 전통의 대립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글로버리제

이션 

規範으로서의 法

制度로서의 法

文化로서의 法

로벌리제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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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서의 법은, 內發的이기는 하지만, 제도로서의 법에 있어서 법의 집행의 

결과로서 이건, 혹은 내외의 법제도 이외의 임팩트에 의한 것이건, 그들을 규범

으로서 산출한다. 이하, 이 과정을 몇몇 제국에서 입법화되고 있는 코뮤니티 

ADR39)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기로 한다.

비서구제국의 코뮤니티 ADR제도는 많은 경우, 전통적 시스템으로서 공동사회

에 자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 제도화에 있어서는 공식법제도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성향, 이것을 재판소의 부담경감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의향, 그

리고 이 제도를 풀뿌리민주주의 핵으로 생각하는 원조기관이나 NGO 등 거기에

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2) 제정단계에 있어서의 제도로서의 법

문화로서의 법은 입법활동으로서 구체화된 레벨에서 ｢제정단계에서의 제도로

서의 법｣으로 작동한다. 여러 가지 청원이나 로비활동을 거쳐 그것은 법의 드래

프트가 행해지며, 이윽고 입법과정에서 ｢규범으로서의 법｣으로 승화된다. 그러나 

이 입법의 실효성의 많은 경우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문화로서의 법｣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에 의한다. 여기에서는, 제도와 문화가 상호 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규범으로서의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사회적인 가치가 법에 표현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社會의 法化｣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이 법률은 문화로서의 법에로 피드백하여 가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규범으로서의 법의 사회적 유효성이 확보되어지는 것이다.

(3) 규범으로서의 법

이 결과, 제정법화된 ｢규범으로서의 법｣인 ｢코뮤니티 ADR법｣은 법령집에 게

재됨과 아울러, 그것이 관련된 규칙이나 정령이 작성되고, 동법의 주석서가 출판

있다. 이들 2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安田(1992) 및(1997) 참조.
39) 코뮤니티 ADR은, 문화로서의 법에 직접 연관되는 공동사회와 관련되는 법이지만, 법

이 국가법으로서의 ｢규범으로서의 법｣으로 上向해 나가는 프로세스는, 정치생활, 경제
생활과 경제사회의 어느 것을 목표로 하는가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사
회에 연관되는 법은, 이제까지 검토해온 것에서도 이해될 수 있듯이, 보편성이 높고, 
따라서 공동사회와는 무관계로 국가법화되지만, 공동사회와 관련되는 법은 지역성이 
강하고, 또한 그가 지니는 공동법리의 성질 때문에 국가의 명확한 규범으로서의 법에 
전환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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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간에, 이 단계에서의 코뮤니티 ADR법은 여러 가지 강행

규정이나 벌칙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법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실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것이 실효성을 획득하는 것은 ｢집행단계에서의 제도로서의 

법｣에 있어서이다.

(4) 집행단계에 있어서의 제도로서의 법

제도로서의 법은, 제1의 단계에서는 정령이나 규칙의 제정레벨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ADR기관의 설치나 그를 위한 요원의 부여로 제2단계에 들어

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계는 ADR기관의 기구나 권한이 문제가 되어, 그것

과 관련된 문제가 재판소에 상정된 제3단계일 것이다. 재판소는, 그 쟁점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함과 아울러 규범으로서의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이 분쟁을 

해결한다. 그 절차는 소송규칙에 따라 규율되며, 최종적으로는 최고재판소에 의

해 확정된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여기서 행해지는 것은 단순한 법의 해석이 

아니다. 재판소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규범으로서의 법과 문화로서의 법

이다. 여기에서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문화로서의 법이 인터페이스하고 있는 것이

다. 코뮤니티 ADR법의 사회적 유효성은 이 상간의 인터페이스가 여하히 확보되

어 있는가에 의해 계측되어진다.40) 이 과정은 법의 제정단계와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법이 사회에 적용되고, 변용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法의 社會

化｣라고 부를 수 있다.

(5) 규범으로서의 법과 문화로서의 법에로의 피드백

재판소의 판결은, 판례로서 ｢규범으로서의 법｣에 추가됨과 동시에, 그 타당성

은 문화로서의 법 역에서 판단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법의 타당성이나 부

당성이라고 하는 판단이 행해지며, 만일 법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림의 

중앙 왼편의 ｢제정단계의 제도로서의 법｣으로서 새로운 법개정절차가 행해진다.

3. 글로벌리제이션 아래에서의 법의 이식과 법의 수렴

전절에서 논한 법의 3층구조 모델은, 비서구제국의 법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40) 그 유효성은 전술한 집행의 제1및 제2단계로부터도 계측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건조
차 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문화로서의 법에 의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지 않다고 생
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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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것이며, 이것에 의해 법문화의 문제를 하나의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엮어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갖가지 법 개혁의 유효성을 

계측하기 위한(이론)틀의 구축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의 결론은, 이제까지 

검토해온 정치나 경제라고 하는 사회상이 공동사회를 기초로 하여 성립하고 있

다고 하면, 법 시스템의 유효성은,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문화로서의 법｣

에 기초지어져있는 것으로 된다. 다만, 글로벌리제이션 아래의 현대에 있어서, 이

러한 1국 법시스템모델은 일정한 수정을 요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하, 이 문제를 

법의 이식과 법의 통일ㆍ수렴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1) 로벌리제이션 아래에서의 법의 이식

최근 법(문화)의 이식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결국은, 법을 어떤 레벨에서 정

의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Legrand(2001)이 Watson의 法移植論을 비판하

며, 법의 이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전자가 법을 ｢문화로서의 법｣을 포

함하는 것으로 구상하는데 대하여 Watson은 ｢규범으로서의 법｣을 중심으로 파악

하고 있다고 하는 射程의 상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이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정비지원운동에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선진

제국의 앞선 법이 뒤진 이행국가나 개발도상국에 도입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것은, 이미 본바와 같이 LDM이 지니고 있던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법의 3층구

조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이입된 규범으로서의 법은 제도로서의 법을 매체로 하

여 문화로서의 법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과정 자체는 법의 이식인 동시

에, 그것은 이입국에 있어서의 법의 창조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41)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법의 이식가능성의 문제를 생각할 것 같으면, 대상이 

되는 법이 그 나라의 문화로서의 법, 즉 공동사회의 규범과의 접촉면의 대소에 

의해 다르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경제 특히 시장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그가 지니는 기술성 및 보편성 때문에 번역의 문제는 별도로 한다면, 

이식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나 시장의 성숙도가 그것에 관한 법

제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41) Legrand(2001)이 법(문화)의 이식불가능성을 주장할 때, 법창조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
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安田(1999)도, 법의 이식이란 결국은 수용국의 법의 창조라
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Örücü(2002)는, 아마도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이식
(legal transplant) 대신에 법의 이전(legal transposition)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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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기술의 성숙도는 이러한 의미에서는 공동사회의 모습과 보다 깊이 연

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리제이션의 진전과 더불어 좋은 통치나 법의 

지배라고 하는 개념은 포스트 개발국가의 주요한 정치과제로 되어 있다. 그 구체

적 내용에 일정한 다양성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의 중요성을 둘러싸

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의 이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기 때문

이다.

사회를 둘러싼 법에 관해서는, 성질상 그 나라나 지역의 문화를 가장 강하게 

반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레벨에서의 법의 이식은 불가능에 가까울는지도 모

른다. 다만, 앞서 본 코뮤니티 ADR의 경우처럼 일테면 그 외곽을 정하는 것과 

같은 입법은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도 많이들 볼 수 있다.

(2) 로벌리제이션 아래에서의 법의 통일ㆍ수렴

법의 이식은 말하자면 나라로부터 나라에로의 법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

만, 글로벌리제이션 아래에서는 이와 함께 글로벌한 레벨 혹은 지역레벨에서의 

법의 통일 내지 수렴이라고 하는 현상도 현저하다. 전자는 國連레벨의 갖가지 활

동에서 볼 수 있고, 후자는 EU나 ASEAN 등 지역통합을 지향하는 것들이다. 이

러한 움직임에 대해 여기서는 상론할 수 없고, 여기서는 법의 수렴의 전제가 되

는 글로벌리제이션 아래에서의 법의 3개의 사회의 출현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기

로 한다.

글로벌리제이션 아래에서의 시장의 힘의 확대의 결과로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공동사회는 바야흐로 해체의 위기에 있으며, 그 결과 사회의 응집력은 보다 광역

적인 규모에서의 공동사회의 형성에 당면하게 된다는 것은 전술하 다. 그것은 

국련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조나 EU라고 하는 지역초국가의 형

성의 움직임에 나타나 있고, 동아시아공동체구상도 이 일환으로서 생각할 수 있

다.

이와 별도로, 국가내의 지역사회의 자립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레

벨에서의 지방분권화 현상이 이것이며, 아시아에서도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움직

임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21세기는 초국가국제사회, 국민국가 및 지역사회라고 하

는 3원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도식화한 것이 <그

림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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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글로벌리제이션과 3개의 社會

ED: 經濟相    PD: 政治相     CD: 社會層

MP: 市場法理  CdP: 共同法理  CmP: 共同法理

超國家國際社會

ED>PD>CD. MP>CdP>CmP

國家/國民社會

PD>ED>CD. CdP>MP>CmP

國民國家

地球社會

CD>PD>MD.
CmP>CdP>MP

두 말할 나위 없이, 지역사회는 ｢공동법리｣가 가장 강하게 기능하는 사회이며, 

앞서 본 공동사회상이 실체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국가는 한편으로는 공

동법리에 의거하는 지역사회와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더 글로벌화하는 시장을 

활동의 장으로 하는 기업과의 사이에 서서 이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구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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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글로벌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국민국가가 그 규제

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국가를 포함하는 갖가지 공동

사회가 협력하면서 광역적인 통치기구의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결언

현재 글로벌화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갖가지 법 현상은, 현재까지는 많은 부분

은 경제사회상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글로벌리제이션 및 그 바탕에 있

는 ｢근대시스템｣ 그 자체가 ｢시장｣이라고 하는 극히 경제적인 시스템에 의거하

고 있는데 연유한다.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돈, 재화, 사람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

동이 더욱 더 적극화함에 따라, 이러한 역에서의 보편화는 더욱 더 진행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의 면에 있어서도 경제시스템을 지탱하는 ｢시장｣의 확대와 

함께, 사법제도의 개혁에 상징되는 ｢좋은 통치｣나 ｢법의 지배｣의 확보가 점차로 

현실의 과제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근대적인 민주주의제도와 시장

시스템과의 친근성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빈곤문제나 

환경문제는 ｢시장의 실패｣로서 정치문제화하고 있다. 거기에서 주장되는 지방자

치나 민중의 정치참가라고 하는 구상은, 이러한 근대서구모델의 ｢시장형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방향의 모색이라고 하는 측면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공동사회상에 있어서의 問題群과 관련된다. 공동사회가 일체성

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분단하고 고립화시키는 성질을 가

지는 시장과는 근원적으로 대립하는 존재이다. 현재, 連帶, 友愛나 共生 등과 같

은 말을 서구사회에서 흔히 엿볼 수 있는 것은, 공동사회 측에서의 글로벌한 시

장에의 재조명이라는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리하여,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아시아ㆍ비서구세계는 아직도 풍부한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배회하고 있는 ｢테로｣라고 하는 망령은, 이 잃어져가

고 있는 세계와 어디에선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법과 정치, 경제 및 사회개방의 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근대적 법제도의 확

립이라는 것으로부터 본다면, 3개의 사회상 가운데서 경제에 대한 것이 가장 용

이하며 정치가 이것에 이어진다. 이에 대하여 공동사회에 있어서는, 글로벌리제

이션 아래에서의 사회의 ｢시장화｣와의 관계의 태양에도 의하겠지만, 공동사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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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원리적으로 시장과 대립하는 존재인 이상, 이 분야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서구법의 도입은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서구

세계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비서구세계에 

숨쉬고 있는 공동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고유의 문화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

가가 과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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