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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법학방법론〉

실증주의 방법론과 여성주의 법학*

1)

梁 鉉 娥**

Ⅰ. 서론

실증주의(positivism)는 인간세계 및 사회세계의 연구가 자연세계의 연구와 마

찬가지의 원칙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조(思潮)이다. 오늘날 과학

으로서의 ‘사회과학(social science)'의 정립의 밑거름인 실증주의 정신의 뿌리는 

흔히 18세기 계몽주의의 산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Positivism이란 용어 자체는 프

랑스 사회학자 꽁뜨(August Comte; 1798-1857)에 의해 주조(鑄造)되었다. 20세기

에 들어와서 비엔나 학파라고 하는 철학, 과학, 수학자 그룹에서 실증주의에 

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이들의 목표는 “과학과 경험주의(empiricism)의 통일”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과학이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

는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 다. 과학은 자연과 사회세계

에 관한 경험적 명제(empirical statement)로 구성되어 있고, 경험적 명제 간에는 

논리적 가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실증주의는 경험주의를 끌어안았고, 

이후 사회과학의 조사연구의 신조가 되었지만 경험주의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실증주의의 핵심은 추론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실’에 접근

하고자 하는 정신, 그래서 기존의 기 치 혹은 가설을 의심하고 파기하는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칼 포퍼(Karl Popper; 1902-93)가 주장하듯, 보편적 

법칙이란 언제나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그것이 ‘틀렸다’고 판명될 때까지만 

진실의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과학이란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해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과학적 사실들이란 항상적 진실일 수 없으며, 과

학적 사실들은 늘 경험적 테스트(empirical test)의 상이 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교내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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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50년 에 이르면 실증주의적 철학은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받게 되는

데, 예컨  헤겔주의-맑시스트들은 과학적 지식이란 가치중립적일 수 없고, 오히

려 사회의 특정 부문의 이해관심에 복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무엇보다도, 

자연세계와 달리 인간행위가 가지는 의미(meaningfulness) 문제에 실증주의는 그 

한계를 가지며, 이런 지적에 관해 실증주의자들은 현상학, 비판이론가 등과 많은 

논쟁을 벌여왔음은 주지의 일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가 사회과

학의 ‘과학됨’에 미친 향은 부정하기 어렵다. 과학적으로 지향된 조사연구의 

태도는, 인간행위의 의미문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조차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양적(quantitative), 질적(qualitative) 방법론을 계발하는데 일조하

다.1) 사실을 규명하려는 태도, ‘틀릴 수 있음의 가정’은 사회과학자 모두에게 

널리 공유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신은 법학자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과학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실증주의 전통을 주로 경험적 조

사를 통해 드러나는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

히 이 글은 실증주의가 여성주의 법학(feminist jurisprudence)과 가지는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어째서 가치중립성을 표방하여 왕왕 보수적인 연구

태도로 평가받는 실증주의를 여성주의 법학과의 관련 속에 다루고자 하는 것일

까. 여성주의 법학에서는 법에 있어서 기존의 사실 확정 및 사실을 해석하는 가

치관이 모두 문제시되어 왔다. 특히 젠더(gender)에 한 관념은 학교와 같은 공

식 교육보다는 가족과 같은 친 성 집단에서 오랜 시간동안 학습되어왔고, 그 관

념은 성, 사랑, 가족 등을 매개로 ‘당연시된 세계(taken-for-granted world)’의 관행

적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문제시된 사안 자체가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 여성성, 

성도덕에 녹아있는 관행적 차별과 억압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시된 세계’를 보

았던 눈으로는 그 사안의 본질을 제 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역설에 처하게 된다. 

남녀간 권력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양성간 불평등 역시 자연

스럽고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여성주의 

법학 연구들은 젠더관련 사안에 있어서 관련사실과 법을 해석하는데 녹아들기 

쉬운 ‘상식적 관념’을 의문시하는 비판적 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다. 

1) 인간행위의 의미를 조사 연구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면접, 관찰, 현장조사, 
화분석, 사례분석, 관찰, 생활사 분석, 문서분석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제니퍼 메

이슨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역(서울: 나남출판), 1996; 이만갑, 한완상, 김경동(저), 
社會調査方法論(서울: 한국학습교재사), 1982].



梁 鉉 娥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198∼237200

특히 젠더관계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깊이 고민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것

이 다수 남성의 상황이라고 할 때, 남성(들)이 젠더관련 사건에 관한 법적 판

단을 내리는 위치에 서게 될 때 앞서 말한 관성적인 성별 관념의 개입을 방지할 

방도가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먼저, 법원은 성별에 관한 통념(stereotype)

을 파기할 수 있는 규범을 법률에 토 하여 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자연스

럽게 해석되던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후자를 위해서 

사회과학의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차원의 것인지를 사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2005년이라는 현재는 사법부가 기존의 남녀에 

한 통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판단방법을 채용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는 시점이라

고 판단한다. 하지만, 통념을 넘어서서 젠더관련 사안을 이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는 아직 묘연하다고 생각한다. 양성을 평등하게 하는 기준이란 것이 그

동안 억압되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일 수 없고, 그렇다고 

기존의 통념에 그 로 의존할 수도 없기에 새로운 객관적 판단 방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소송에 있어서의 사실확정(fact-finding) 부분에 국한하여 

실증주의적 조사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논의할 것이다. 물론 소송에 있어 사실확

정의 측면은 법 해석의 측면에 해서도 일정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

음 장(II)에서는 실증주의 전통을 법사회학과 법여성학의 전통 속에서 해석할 것

이며, 본론(III & IV)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여성노동관련 판례를 통해 실증주의 

방법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 글은 법여성학과 법사

회학, 그리고 실증주의 사회과학의 문제의식이라는 접점에 서 있다.

Ⅱ. 실증주의, 사회학적 법학, 여성주의 법학

법학과 사회과학의 실증주의간의 친화력은 법사회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법사회학의 연구 상은 사회적 실재로서, 법을 연구 상으로 하지만 규범으로서

가 아니라 사실(facts)로서 법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법해석학과 구별된다고 한

다.2) 실증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가졌던 법사회학의 조류는 미국의 법현실주의

2) 양건, 법사회학(서울: 아르케), 2002, 24-5면. 계속해서 양건 교수는 법해석학은 논리
적 연역과 가치판단을 결합한 추론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법사회학은 경험적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서술한다. 사회과학 일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필자는 이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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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alism) 및 사회학적 법학(sociological jurisprudence)3)에서 찾아질 수 있다. 

법현실주의는 1920-30년  발흥한 운동으로서, 미국에서의 사회학적 법이론의 급

진파로서 성격 지워진다. 법현실주의의 표적 인물들로서 르웰린(K. Llewellyn)

과 프랭크(J. Frank)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법학이 전통적 법학과 구별되는 점

은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법현실주의자들은 특정 판결을 삼단논법에 의한 연역

적 귀결로 보는 것에 반박하고, 법규는 법원이 특정한 사건에서 특정한 결론을 

내도록 지침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재판에 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social 

forces)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법의 해석과 사실의 확정이 실제로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탐구하여 과학적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는 것이다.4)

여기서, 법현실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홈즈(Holmes) 법관의 견해를 

간단히 살펴보자.5) 홈즈 법관은 법학자들에게 그들의 작업이 사회현실에 하

여 편향되지 않은 경험적 연구, 특히 사회학적 연구에 기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 다.6) “시 에 따라 변화되어온 지배적 이념의 궁극적 표현 형태야말로 

법이므로 건전한 법학(sound jurisprudence)이 사회 이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자 하는 것은 적합한 일이다.” 따라서, “법에 녹아 있는 인간 이념의 형태학

(morphology)과 그 변형(transformation)에 한 과학적 연구”는 법에 한 실증주

의적인 사회학적 연구 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건전한 법의 첫 번째 요

보다는 법사회학에 있어 경험적 방법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석적 방법이 배제되
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법해석학은 규범에 관한 것
이라면, 법사회학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명제 역시 법사회학에 한 이념형적 이해
를 돕긴 하지만 이런 이해 속에서는 법사회학이 문제시한다는 ‘사실성’을 비규범적 
차원의 것으로 동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3) 사회학적 법학이라는 용어는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1870-1964)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사회학적 법학은 카르도조 법관, 브랜다이스 법관과 같은 법률가들에
게도 깊은 향을 남김으로써 미국 법원에서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4) 양건, 법사회학, 104-117면.
5) Oliver Wendell Holmes, Jr (1841-1935). 홈즈 법관은 보스톤에서 변호사직을 수행

하는 것으로 커리어를 시작하 고, 이후 하버드 학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1881년에 
출간된 저서 Common Law를 통해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되었고, 곧이어 매사추세츠 주

법원 판사로 이후 1889년에는 법원장을 역임했고, 1902년에는 미연방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저술을 담은 Collected Papers (Harold Laski 편)가 1920년
에 출간되었고, 이후 여러 저서를 남겼다.

6) Georges Gurvich, Sociology of Law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2001, 
pp.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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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그것이 실제의 감정과 커뮤니티의 요구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홈즈 판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제를 끌어낸다. “법의 생

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외부적 관찰 자료, 행위에 

한 자료 뿐 아니라, 사회 행위를 촉발하는 상징과 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한

다.”7)

홈즈 판사의 이 같은 실용주의 정신은 당시의 미국의 사회철학과 법체계라는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겠으나, 미국에서 법현실주의를 형성하는데 지 한 

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후 미국의 법사회학은 실

증주의 및 행태주의에 강한 향을 받는데, 이를 프랑크(Jerome Frank)와 블랙

(Donald Black)을 통해 일별해 본다.

프랑크는 특히 사실심에서의 사실확정(fact finding)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8) 

프랭크는 어떤 두 사람간의 거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했다면’, 법원의 판결은 

이 거래가 어떠했을 것이라는 추측(guess)에 의존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추

측이 실제로 일어난 일(what really happened)과 동일하다고 확신할 근거는 없다. 

솔직한 판사와 화해 보면, 판사는 공식적인 법정 의견이 어떻게 서술되건 간

에, 또 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도 전에, 자주 그의 결

정에 도달하곤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법 혹은 사실에 한 명확한 

진술에 해 거의 혹은 전적으로 주의를 의존함 없이도 판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개되는 판사들의 법정의견은 자주 사후적

인 사실이며, 검열받는 해설이다. 프랭크는 사실심에서의 사실확정 과정이 재판

에서의 아킬레스 건(腱)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 속에 무수한 오류의 원천이 있

다고 지적하 다.9) 프랭크가 제기한 법원에서의 ‘사실확정’ 과정에서의 오류 가

능성은 단히 중요하게 보인다. 이런 주장은 ‘사실확정’에 있어서의 과학적 방

법을 요청함으로써 법학과 사회과학의 의미심장한 만남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

7) Oliver Holmes, “The Path of Law,” Harvard Law Review 10, 1897, reprinted in 
Philip Shuchman (ed.), Cohen and Cohen's Reading in Jurisprudence and Legal 
Philosophy, (Boston: Little. Brown Company), 1979.

8) Jerome Frank (1889-1957)는 시카고 학에서 수학하 고, 법률가로 활동하다가 예일
 로스쿨에서 연구하게 된다. 그는 뉴딜 정책 하에서 여러 정부 직역을 맡았으며 

1941년에는 미연방 항소법원 제2순회구의 판사로 임명되었다. 여기서는 주로 다음의 
글을 참조함 (“What Courts Do in Fact?,” Illinois Law Review, 26, 1932, Philip 
Shuchman (ed.), Cohen and Cohen's Reading에 재수록).

9) 양건, 법사회학,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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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0)

마지막으로 도날드 블랙(Donald Black)의 사회학적 법학에 해 살펴본다.11) 

철저한 실증주의적 접근을 취한 표적 경우인 블랙은 순수법사회학의 연구 상

은 관찰 가능한 법적 행위(legal action)이며 이는 마치 사물(a thing)과 같이 다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원(법률적 판단)에 법률외적 현상이 어떻게 어

떤 양상으로 향을 미치며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등에 해 연구하 다.12) 

블랙은 법을 양적 변수(quantitative variables)로서 다룰 수 있다고 하며, 법정에 

존재하는 사회관계들을 변수간 상호작용으로 분석하 다. 예컨 , 당사자 관계(원

고-피고) 효과 (adversary effect)를 살펴보면 피고 자체의 사회 계층이 말해주는 

것이 별반 없는 반면, 피고와 원고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면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관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13) 법은 사회계층에 따라 직접적으

로 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범한 

피고인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범한 피고인에 비해 훨씬 더 엄하게 다

루어진다.14) 반면,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에 해 범행을 지지른 피고의 경

우 가장 관 한 법의 처벌을 받는다.15) 이렇게 블랙은 이른바 ‘새로운 법의 모

델’을 만들고자 하 는데, 전통적 의미에서 법이 규칙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학적 

10)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에 내려진 <과외금지위헌결정(98헌가16. 98헌마429)>에 
관한 최 권 교수의 연구(2000) 및 1997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1994년 생계
보호기준 위헌확인(94헌마33)>에 관한 한상희 교수의 연구(2000) 역시 이러한 만남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있는 연구라고 읽혀진다. 양 연구는 해당 사건들이 순수
한 규범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규범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분석과 평가의 
문제라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원이나 청구인측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한 사회과학적 시각이나 자료를 갖추지 못하 다고 지적한다(崔大權, “法的決定과 
社會科學: 課外禁止措置違憲決定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法學, 제41권 제3호, 2000; 
한상희, “헌법재판에서의 사회과학적 변론 ― Brown사건과 생계보호기준사건의 비교
를 중심으로―,” 法學, 앞의 책 참고).

11) Donald Black(1941-)은 버지니아 학의 사회과학 교수를 역임하고 이후 예일 와 하
버드 학 로스쿨에서 법사회학을 가르쳤다.

12) Donald Black, Sociologic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3) Black, Sociological Justice, pp.9-13.
14)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을 살해했을 때 받은 극형(Capital punishment)은 흑인이 흑인을 

살해했을 때보다 15배(오하이오 주), 30배(조지아 주), 40배(플로리다 주)가량 받았다. 
마찬가지로, 배심원들의 판단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15) 오하이오 주에서 연구 5년 기간 동안 흑인을 살해한 47명의 백인 중 극형을 받은 백
인은 한 명도 없었고, 해당 경우는 조지아 주에서는 71명 중 2명, 플로리다 주에서는 
80명 중 0명, 텍사스 주에서는 143명 중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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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법은 법적 사건의 사회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규칙은 법의 언어를 

제공하지만, 사건의 사회구조는 그 언어가 표현되는 문법을 제공한다. 법학적 모

델에서는 사건의 사회구조란 아무 적합성이 없고 모든 사건은 사회적 진공 상태 

속에서처럼 분석된다고 블랙은 지적한다.16)

이렇게 법원에서의 사실확정의 문제는 이 글의 관심과 관련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먼저, 어떤 사건의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사

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과연 사안에 ‘적합한(relevant)’ 사실이 제 로 

선별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는 주로 문제된 사안과 자료선정의 범위간의 관련

성인 타당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집된 사실이 믿을만한 조사 및 관찰

에 의하여 수집되었는지도 역시 중요한 문제다. 사회과학자에게 이는 주로 자료

의 신뢰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법률가에게는 자료수집의 적법성이라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폭력 사건과 같이 여성의 입장에서 잘 변되지 

않았던(under-represented) 사건의 사실 확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론적 요청이 있

는지와 같은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이때의 방법론적 정당화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등

에 관한 문제가 있다.17) 또한 특정 사실에 한 평가와 분석을 위해서, 법률가 

이외 전문가의 의견을 판단에 통합해야 할 경우도 많이 있다.18) 결국 이러한 쟁

점들은 사법부의 사실확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

다.19)

16) Black, Sociological Justice, pp.19-22.
17) 우리 법에 마련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권리의 보호조항들

은 이들 사건의 사실확정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에 입각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8) 예컨  어떤 환자의 사망이 잘못된 의료행위 ‘때문에’ 사망에 이르 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과실 및 과실과 사망간의 인관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은 1차적으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의료적 전문 소견을 통해 밝
혀져야 할 사안이다. 소송에 있어서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을 것이며 사회분화와 함
께 더욱 증가할 것이다(이상돈, 형법학 (서울: 법문사), 1999, 321면 등 참조).

19) 이 글에서는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국한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사회학적 법학자의 
방법이 실증주의적 방법에 국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해당사건의 사실확정 및 법원
의 판단에 미치는 사회적 향력을 밝혀내고자 할 때, 사회학적 법학자에게는 실증
주의 방법 이외에도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한 해석적 방법론, 더 나아가 사회구조에 

한 거시 사회이론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객관성을 요체로 하는 사법적 판단과
정에서 실증주의적으로 사실을 입증할 것에 한 요청은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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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적한 로 법학 방법론은 여성주의 법학의 주요 관심사이다. 스스

로를 여성을 ‘소재(素材)로 한’ 법학이 아니라, 여성주의를 ‘관점(觀點)으로’ 하는 

법학으로 규정하기에, 법적 추론 속에 여성주의 관점을 녹아들게 할 방법론의 정

립은 여성주의 법학의 핵심 문제이다. 여성주의 법학 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 논문에서는 여성주의 법학이 실증주의와 어

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측면에 관한 논의에 한정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여성주의 법학에서 말해지는 방법론이 실증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입장이라는 것

을 어렵기 않게 알 수 있다. 여성주의 법학이야말로 ‘편견없는 진실’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야이며 이해관계 없는 ‘제3자적’ 관찰자 입장의 과학자 혹은 법률가

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그동안 숨겨진 여성의 

경험, 혹은 입장 혹은 목소리를 드러내낼 수 있는 방법론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를 위해 바트렛(K. Bartlett)20)과 로빈 웨스트(R. west)21)의 방법론에 관해 

살펴본다.

바트렛은 여성의 법학의 추론방법을 여성 문제를 묻기(공론화하기),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feminist practical reasoning), 의식고양으로 들고 있다.22) 여기서 여

성문제를 묻기란 많은 경우 묻혀져 있는 여성문제를 드러내고 제기한다는 것이

고, 실천적 추론이라 함은 “배제된 자의 관점을 찾아내고 설명하는데 초점을 둔

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여성주의자의 실천적 추론은 ‘이성적/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추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임을 강조한다. 바트렛은 법적 판단(무

엇이 옳은가)의 방법을 (i) 합리적/경험적 방법, (ii) 전망적 인식론(standpoint 

epistemology), (iii) 포스트모더니즘, (iv) 위치성(positionality)으로 들고 있다.23) 

바트렛이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위치성 개념을 살펴본다. 위치성이란, 전망적 인

식론과 마찬가지로 경험에 근거한 지식의 개념을 지지하며, 이는 기존의 ‘보편성’ 

개념과 비되는 진실의 정당화 근거라고 할 수 있다.24) 예컨  여성은 배제되는 

20) 현 듀크  로스쿨 학장.
21) 현 매리랜드 학 법학 교수.
22) Katharine T. Bartlett, “Feminist Legal Methods,” Feminist Legal Theory ― Readings 

in Law and Gender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370-403.
23) 하지만, 바트렛 교수의 이러한 분류에서 전망적 인식론, 포스트모더니즘, 위치성이 실

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는 의문스럽다. 위치성의 방법은 이미 포스트모더니즘
과 전망적 인식론을 함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4) 이때 위치성이란 ‘해당 사건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의 성격을 말하며 그 위치를 동
심원적으로 넓혀본다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 집단으로 확장될 수 있다. 여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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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배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상황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배제라는 것의 미묘한 측면, 객관성에 의한 은폐, 고통에 해 알게 되는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와 논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점에서 위치성의 

방법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상황적이고 부분적이라고 파악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찾아내고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위치성의 방

법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진실과 가치들에 근거해 일정한 구속(commitment)을 만들어 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관점에 해서도 개방적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방법론으로서의 

위치성 개념은 진실의 ‘상 주의’ 문제를 쉽사리 불러일으킬 것이지만, 필자가 

보이기에 위치성은 오히려 이제까지 숨겨져 있던 보편성에 한 비판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 과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자인 하딩(Harding)의 

논설처럼, 주로 지배를 받아 온 여성이 연구자와 연구 상이 동시에 될 때 오히

려 그간에 왜곡된 ‘객관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25) 즉, 여성의 

위치에서 밝히는 진실은 진리의 상 주의 혹은 주관주의가 아니라 기존의 객관

성과는 다른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웨스트는 여성의 위치성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는 현상학적 법여성학을 주창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고통

의 차이에 관심을 기울인다.26) 데이트 강간, “성적 괴롭힘”은 하나의 공통 현실

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된다. 그럼에도 여

성이 겪는 상해(injuries)는 법문화에서 자주 인식되지 않거나 손해배상이 잘 이루

어지지 않는다. 웨스트는 여성의 고통이 이런 저런 이유로 법적 조치의 범위의 

바깥에 놓이게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여성들에게만 고유한, 특히 젠

더체계에서 파생되는 고통은 사소한 것이거나(거리에서의 성적 괴롭힘), 동의에 

기반한 것이거나(직장에서의 성적 괴롭힘), 재미있는 것이거나(폭력적이지 않은 

의 연구에서 위치성이라는 개념의 연원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Adrienne Rich, 
“Blood, Bread, and Poetry: The Location of the Poet,” in Blood, Bread, and Poetry: 
Selected Prose, 1979-1985 (New York: W.W.Norton), 1986].

25) Sandra Harding,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특히 155-7.

26) Robin West, “The Difference in Women's Hedonic Lives: A Phenomenological 
Critique of Feminist Legal Theory,” Wisconsin Women's Law Journal 3, 1987, 
reprinted in Frances E. Olsen (ed.), Feminist Legal Theory I: Foundations and 
Outlook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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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강간), 무의식적으로 원하거나 자신의 유도한 것(근친상간), 또는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이고 따라서 자신이 불가피한 것이거나(출산), 그렇게 당해 마땅하거나 

사적인 일이거나(가정폭력, 가족내 불평등, 성별분업), 여성들이 너무 민감하거나 

허구적인 것(포르노그래피)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27)

그런데, 여성의 고통에 한 법의 무지와 무관심은 “여성이 느끼는 고통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the pain women feels is not understood)”이라는 웨스트

의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여성의 고통이 남성의 그것과 다를 뿐 아

니라, 그 고통이 남성들과의 관계에 기인할 경우 남성들은 그 고통을 공감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웨스트는 “성이 법문화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특정한 고통의 느낌을 서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수

자의 고통은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체로 그 이름, 역사, 언어적 현실

(linguistic reality)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피해자 스스로도 그 고통을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남성의 관심)’, 무의식적 쾌락 등 “무언가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상해가 사소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러한 위협 또는 상해에 한 피해자의 반응 역시 변화하게 되며, 

과거의 고통이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해석에 맞

게 과거 체험은 재구성된다. 이렇게 웨스트는 여성의 고통에 해 “외부적인” 해

석이 여성의 자기 인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고통의 경험이 주

체성(subjectivity)의 구성으로 나아가는지를 조명한다. 웨스트는 여기서 여성들은 

상처받는 자아를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목소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보기에 웨스트 방법론의 핵심은 여성의 체험을 비판하고 평가하기에 

앞서 그것을 ‘기록하는 작업’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여성의 목소리 찾기를 여

성 스스로의 언어 찾기 노력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너무 소박하다. 오히려, 앞

서의 바트렛의 방법론에서 강조되는 여성의 ‘입장성’과 웨스트의 여성의 주관적 

체험 기록이 서로 결합될 때 보다 흥미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성의 목소리를 기록하되, 여성의 위치성에 관한 사회구조적 전망에 입각한 연

구방법이 될 것이고, 이때 목소리의 기록이란 단지 있는 목소리를 ‘밝히는’ 차원

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의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양자의 방법

론에서 사회과학적 객관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

다. 여성주의 법학에서 그동안 묻혀져 있는 여성들의 체험, 주체성, 고통에 의미

27) West, “The Difference”,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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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내어 풍부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법부에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의미가 통하도록’ 만들라는 방법론적 요청 또

한 매우 중요하다. 의미가 통하도록 만드는 이 합리화 과정이 바로 여성주의 법

학자, 사회과학자, 그리고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에서 다루는 실증주의 방법론은 여성주의 방법론의 스팩트

럼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수준의 합리성을 추구할 때 채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

라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 법학의 방법론을 실증주의적이라고 특징짓는 것은 무

리이겠지만, 새로운 객관성을 추구하는 한에서 실증주의적 조사연구가 기초가 되

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성주의 법학과 실

증주의간의 딜레마적 만남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실판단에서의 의미 문제에 한 입장 

분류 의미문제 법률가에 적용  방법론

법실증주의자28)
사실조사에서 의미

문제 최 한 배제

외적․정치적, 여론 

향 없는 것처럼 판단

엄격한 법률주의

사회학적

법학자

법적 판단에서 사회

적 향력을 인정

법률가의 가치관이 법

률적 판단에 개입된다

고 비판

사회적 힘이 법정에 

미치는 향을 다룰 

방법 탐구; 경험주

의 조사

여성주의

법학자

사실 및 법적 판단

에서 의미 개입 문

제 심각하게 인식

사실판단과 법의 해석

에 여성의 관점을 도

입하고자 함

인식론적 탐구 친 

경험주의 조사; 소

수자의 ‘위치’를 합

리화할 방법 모색

Ⅲ. 판례에서 본 실증주의 조사의 의의

1. 성별 고정관념(stereotype)이 파기된 경우

이제 여성 노동 관련 판례를 통하여 실증주의적 조사가 사실판단에 미친 향

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판례는 실증주의적 조사결과를 채용한 판례인

28)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는 본고가 다루는 실증주의 방법론과는 별도의 조류이며 
본고의 연구범위를 넘어선다. 이 글에서는 엄격한 법률주의를 추구하고 법 적용에 있
어서 사회적 향으로부터 독립적일 것을 추구하는 법실증주의자를 사회학적 법학자
와 비하기 위하여 본 항목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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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실제로 어떻게 조사연구가 실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풍부한 

사건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여기서는 판결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29) 이 

절에서 살펴보는 판례들의 경우에는 사실에 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 기존의 법

령, 정책 등의 전제가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 즉, 

적절한 실증주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해석을 통해, 성차별 고정관념의 시

정이 가능했던 경우이다.

(1) Weeks v. Southern Telephone and Telegraph (1969)30)

1970년  초, AT&T사는 미국 최  규모의 사기업으로 전화통신사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만 무려 80여만 명이었고, 50%가 여성이었다. 40여만 명의 여성을 고

용하면서도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업은 여성노동자로부

터 도전 받기 시작했다. 윅스(Lorena Weeks)는 1948년에 입사해서 교환원으로 

일을 하다가 38세에 고임 직종인 스위치 맨(switch man)으로 전환하겠다고 지원

을 했으나 기업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스위치맨 직종은 숙련직종으로 윅스는 교환

원으로 일해 오면서 그 일을 보아 왔고 친숙해 있었다. 하지만 윅스의 서류는 검

토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왔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

서 다. 그 자녀는 단 한 명의 남성 신청자에게 돌아갔고 그 남성의 선임권은 윅

스보다 적었다.

윅스는 고용상 성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조지아 주의 지방법원에 제소

했으나 1967년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 조지아 주의 주법에서는 여

성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30파운드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장비를 들어야 

하는 직종에 여성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기업은 윅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주법에서 정한 여성보호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윅스 측에서는 

민권법 제7편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기업측에서는 민권법 제7편의 성 

조항이 진정직업자격(BFOQ)에 해당되며31) 여성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위헌이 

29) 이 절 인용된 판례의 선별은 주로 다음을 참고: 오정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연구보고서; Katharine Bartlett, Angela 
Harris & Debora Rhode, Gender and Law ― Theory, Doctrine, Commentary (New 
York: Aspen Law & Business), 2002.

30) 408 F.2d. 228 (5th Cir. 1969).
31) 진정직업자격 (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이란 고용주에 의해 특정 

성, 종교, 출신국 (national origin)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 자격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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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맞섰다.

윅스는 세 아이를 홀로 키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전화교환직의 임금으로는 생활을 꾸려 나가기 어려워서 고임금 직종을 찾았으나 

이런 직종은 모두 남성 직종이었다. 윅스는 ‘전형적(typical) 가족’과는 다른 편모 

가족의 가장으로 주법의 여성보호 조항이 편모 가족의 실제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허구적인 것이며, 기업 측의 변명은 여성을 고임 직종에 고용하지 않으려는 

술책이라고 반박했다. 여성이 나약한 존재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의 보호입법

은32) 현실을 전혀 반 하지 않았다. 윅스는 전화교환직의 일을 하면서 3교  직

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야간근로를 이미 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 셋을 키우면서 

30파운드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어올리는 일을 수 차례 해 왔다. 30파운

드는 2살된 아이의 몸무게보다 가벼운 것이었다.33)

윅스를 1심에서 패소하게 했던 법적 근거는 민권법 제7편의 진정직업자격

(BFOQ) 조항이었다. 당시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의 위원들은 민권법 제7

편에 성평등 조항이 포함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주법에서 정한 여성 보호규

정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성별 직무분리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과 성차이의 결

과로 받아들여졌고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여성

의 완력에 한 실증적 자료를 통해 이른바 보호입법이 가진 허구적 전제가 드

러났다. 보호의 상이 되는 여성노동에 한 ‘사실’은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외 여성단체의 고용평등 지원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이 전개되었고. 마침내 1969년 항소법원은 윅스에 한 승소판결을 

내렸다. 유사한 논리의 구조를 아래와 같은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것이 입증된 경우의 직무수행자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 특정 성, 종교 또는 출신국의 사람에게 특정 직무가 제한되는 것이 금지
되기에, 미국법원은 진정직업자격을 최 한 좁게, 신중하게 적용해 왔다.

32) 미국에서 여성노동에 관한 보호입법의 정당성을 밝힌 선도적 판례는 Muller v. 
Oregon (208 U.S. 412. 1908)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오래곤 주정부를 리
한 브랜다이스 (Brandeis) 변호사의 진술서는 장시간의 근로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효
과에 관한 실증주의적 규명방법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서는 제5장에 여성과 소년 장을 두어 여성의 야업(夜業), 시간외근로, 갱내노동, 생리
휴가,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긴 하지만 2001년의 개정을 통해 임산
부 및 18세 미만여성을 제외한 여타 여성에 한 ‘보호’ 조항은 삭제되거나 줄어들었
다. 사회 상황의 변화 속에서 여성에 한 ‘보호입법’이 다르게 해석되는 현상 역시 
법사회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3) 본 판결 및 이후 판결에서 강조는 모두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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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heatwood v. So. Cent Bell Tel & Tel co. 사건34)

동 사건은 여성노동자가 결원 보충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했다는 것

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해 사측은 여성을 고용하지 않은 사실

을 인정하지만, 문제된 판매 행업의 업무가 여성에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진정직

업자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해당 직무의 여러 측면이 여성이 수행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 는데 진정직업자격 주장 이유로, “지방에 가서 

고객유치를 할 경우 타이어도 교체해야 하고, 휴게실도 자주 이용할 수 없는 불

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위험하다. 또 공중전화 교체과정에서 동전

상자가 무겁기 때문에 여성이 들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 등을 들었다.

이러한 사측의 주장에 해 법원은 술집에서 성추행을 당할 가능성 등을 회사

가 주장하지만 이 직무가 기능적으로 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지방업무에서 일어나는 불편정도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수적인 것으

로 그것으로 여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동전상자를 나르는데 힘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주장에 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 다.

“업무수행자는 하루에 략 45개의 동전 케이스를 나르는데 이것들은 금속

으로 되어 있으나 비교적 다루기 쉽게 되어있고, 9개가 한 상자로 포장된다. 비

어있을 때 케이스의 무게는 6파운드인데 동전이 가득 차면 45-80파운드 정도

가 된다. 무작위 추출을 통한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의 평균적 상자무게는 

60과 3/4파운드이다.  주어진 시간에 5개에서 9개의 동전상자를 다루어야 하고,  

각각의 상자들은 수금트럭에 실려 하루에 4번 운송되고 있다. … 이것이 진정직

업자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는 Weeks 판례를 참고로 한다. 

Weeks 판례에서 법원은 특정 업무를 모든 또는 관련된 여성들이 모두 안전하

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만 진정직업자격을 인정

한다고 하 는데,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

정직업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2) EEOC v. Brown & Root, Inc. (1982)35)

사라(Sarah John Boyes)는 브라운 건설회사에서 일하 는데, 그녀는 머리 위에 

34) 303 F. supp. 754 (1969).
35) 688 F.2d 338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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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높이의 철제빔에서 일하도록 업무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높은 위치

에서 공포로 마비될 지경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야 비로소 아래로 내

려올 수 있었다. 이에 해 회사 측은 그녀가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당

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하 다.

여기서 문제가 된 사안은 사라와 똑같이 고소 공포증이 있는 남성 노동자도 

해고되었느냐는 것이었다. EEO C는 회사 내의 조사를 통해, 마찬가지 조건에서 

일했던 4명의 남성노동의 진술을 제출하 는데, 이 남성들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의 남성노동자들 역시 이전에 공포로 마비된 적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

지 않고서는 내려올 수 없었다고 진술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고되

지 않았으며 이들 중 한 노동자는 자신은 높은 곳이 무섭기 때문에 땅에서만 일

하도록 배정되었다고 진술하 다. EEOC는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남성도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 여성만 해고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 다.

이렇게 본 사건에 있어 쟁점은, 해당노동자의 공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회사

측의 여성에 한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EEOC는 

이 사건에 있어 ‘같은 노동조건에’ 있었던 남성노동자들에 한 조사 방법을 통

하여 남성이라도 같은 조건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공

포는 성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작업조건에 기인한 것이고 여성에 한 고정관

념이 특정 노동자에게 차별적 효과를 미친 경우라고 주장하 고 법원이 이를 받

아들 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동일한 조건에서 일했던 남성 근로자가 없는 경

우라면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 일정한 모집단을 구성하여 같은 작업조건 속에

서 실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피험자들의 반응 결과에 관한 표준편차를 구

하여, 이때의 공포가 다수 사람들이 느끼는 ‘합리적 공포’인지, 특정인의 고소

공포증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포증과 성별 간에 상

관관계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 공포의 성격이 우월하고, 공포

와 성별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해고조치는 여

성에 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성차별로 판단할 수 있다.

조사와 실험 결과,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여성이 더 심하지만 남성들도 상당한 

정도로 공포를 느끼는 작업환경이라고 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해고조치는 어

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성이 더 공포를 느낀다고 

해도, 남성들도 상당한 정도로 공포를 느끼는 작업환경이라고 규명될 경우, 이 

직종을 남성을 진정직업자격을 하는 직종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부분의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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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를 느끼는 직종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실증주의

적 방법을 통한 ‘사실’에 한 규범적 해석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통

계결과를 가지고 회사측은 해고가 아닌 다른 두 방법, 즉 해당 노동자를 지상근

무로 이전하는 방법과 그 작업조건을 덜 공포스럽게 조성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앞의 평등보호라는 헌법적 원리 아래 사측에게 이러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사건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공포를 

더 많이 느낄 것’이라는 성별 스테레오 타입은 실증적 조사에 의해 근거가 사라

졌다. 하지만, ‘기존’ 작업조건이 여성이 일하기 적합한가의 쟁점을 넘어서, 작업

조건 자체를 여성에게 부합하게 변화시키는 과제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다음 판례에서 등장하 다.

2. 성별배제의 합리성이 다투어진 경우

(1) Thodard v. Rawlinson (1977)36)

로린슨(Rawlinson)은 교정심리학을 전공한 학 졸업생으로서, 앨리바마 주 교

정청(Alabama Board of Correction)에 교도관으로 지원했으나, 교정청이 세운 최

소 체중 기준에 미달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로린슨은 민권법 제7편 위반을 이

유로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이를 고발했고, 이어서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

기했다. 소송 진행 중, 앨리바마 교정청은 최고보안시설(maximum security 

institution)의 ‘접촉업무(contact position)’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규칙 204조를 만

들었고 로린슨은 이에 해서도 민권법 제7편 위반을 주장했다. 지방법원의 판결

에서는 최소체중 기준과 규칙 204조 모두 민권법 제7편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 피고측이 항소했다.

법원은 신장과 체중조건이 여성에 한 차별효과(disparate impact; 간접 차

별)를 조성한다는 것을 인정하 지만, 여성의 최고보안시설에서의 접촉업무에서

의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먼저, 신장과 체중조건이 가지는 여

성에 한 간접차별효과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논거를 제시하 다.37) 

36) 433 U.S. 321 (1977).
37) 본 사건에서 해당 법원은 전체 인구 비 교정청 직위자의 성별 통계 수치를 비교함

으로써 교정청의 채용기준의 성차별적 효과를 추정하는 논리를 전개하 다. 한편, 사
업장의 제도나 관행에 의해 행해진 간접차별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 간접차별
(systematic disparate impact)’ 기준 하에서는 차별행위의 추정 단계에서 각종 통계증
거를 사용한다. 이에 관한 논의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려면 다음을 참고할 것[He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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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여성은 앨리바마 인구의 52.75% 를 차지하고, 노동인구의 36.89% 를 

차지하지만, 여성은 교정청 직위의 12.9% 를 차지한다. 지방법원은 신장, 체중 조

건에 관해서는 다음을 발견했다. 5피이트 2인치의 요청은 미국의 18- 79세 여성

의 33.29% 를 배제하지만, 같은 연령  남성의 1.28% 만을 배제한다. 120파운드 

체중 조건은 동일 연령  여성의 22.29% 만을 배제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2.35% 만을 배제한다. 따라서 지방법원은 본 사건이 성차별의 일응추정사건(prim a 
facie case)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해 항소인은 이런 차별효과만으로 일응추정사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하면서, 앨리바마에서 교정직에의 ‘실제 응모자’에 입각한 비교 통계치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 법원은 응시과정 자체가 실제의 잠재적 응시자 풀

(pool)을 반 할 수 없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 다. 그 이유는, 교정청

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자기 평가에 의해 응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자체

가 ‘차별’이기 때문이다.
다음, 신장, 체중이 ‘완력(strength)’과 관련된다는 항소인의 주장이 있으나, 

법원은 업무에 필요한 완력 자체가 얼마만큼인지 특정화되지 못했고, 신장 및 체

중 조건과 완력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 다. 만약 특정 신장

과 체중 조건이 이 직종의 BFOQ라고 주장하려면 응시자의 완력에 한 적절한 

검증(test)을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교정청은 그런 노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 다. 앨리바마 교

정청은 어떤 성(whatever sex)이라도 불쾌해할 환경이며, 연방 지방법원이 

“rampant violence(과격한 폭력),” “jungle atmosphere(정글 분위기)”라고 표현하는 

이 환경은 헌법적으로 관용되기 어렵다. … 또 남자 수형자의 20%는 성관련 범

죄자(sex offender)인데 이들은 각 방에 흩어져서 수감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 교

도관을 배제하는 규칙 204호를 그저 ‘낭만적 가부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

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교도관이 접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이 성범죄자

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기숙시설이라는 특성상 여성교도관 자체에 해서 뿐 

아니라, 수감자들과 다른 교도관들에 해서도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

서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교도관이 책임지는 업무의 본질인 보안확보 능력을 

훼손하게 된다.

Hill Kay & Martha S. West, Sex-Based Discrimination -Text. Cases and Materials, 
5th (St.Paul: West Group), 2002, pp.6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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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다수의견에 해 Marshall 법관과 Brennan 법관은 아래와 같

은 반  의견을 냈다.

“BFOQ란 특정 사업이나 직무의 ‘정상적(normal)’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요청하는 것인데, 정부는 헌법에 위반할 정도로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barbaric and inhumane)’ 앨리바마 교정청의 환경을 ‘정상적 직무수행’ 조건으

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환경은 헌법적 조건에 

맞게 긴급하게 교정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헌법 위반을 정상적 환경

이라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그러한 직무 환경을 실정법이 금지하는 차

별의 정당화 사유로 받아들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Pugh v. Locke 판결을38) 

볼 때,  남성교도관도 안전문제에 있어 저항 불가능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전문

가의 의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도소의 공동수용형태는 폐쇄수용보다 비효율적

이다.  기존의 수용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여성교도관의 고용기회를 배제하고 교도

소의 비효율을 유지하기보다는 교도소내의 관리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 안전한 

질서유지라는 교도소의 목적에 더 적합한 처리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수 의견이 여성교도관이 성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통념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여성교도관에게 미칠 ‘위해 가능

성(possible harm)’이라는 비합리적 근거로 여성에게 교도관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여성 교도관의 성성(sexuality)에 의해 교도소 훈육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측에 입각해 있다.  여성교도관이 앨리바마 교도소

내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안전문제 이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어떤 기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그 존재 자체로 위험을 야기한다고 법원은 본다. 즉 

민권법 제7편이 불법화하고자 한 바로 그 ‘일반화된 편견(generalized bias)’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39) 요컨 , 본 결정의 근본적 추론은 교도관으로서의 여

38) 406F. Supp. 318 (M.D. Ala.1976).
39) 반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정청측의 증언을 예로 든다. 여기서, 여성 교도관은 

엄격한 훈육자가 아니며,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없고 무례한 수감자들을 잘 제압하
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질문: 키가 5피이트 6인치, 몸무게 140파운드의 남자라면 전원 남성 수감자인 교정청 
교도관 (Correctional Counsell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답: 다른 조건이 충족한다면,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나 여성이 5피이트 6인치, 몸무게 140파운드라면 그런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까요?
   답: 없습니다.
   질문: 그런 의견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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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성적 공격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결정의 효과는 여성은 그 존재 자체로 성적 공격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 의견에서는 여성 젠더라는 성적 조건이 교정청이라는 환경에 안전

한지 여부를 묻는 태도로부터 교정청의 일반적 환경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 

안전한지를 묻는 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여성 교도관

의 성적 공격 가능성에 한 증명된 자료 없이 여성을 교도관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성성에 한 고정관념이며 이런 고정관념을 불법화한 것이 바로 민권법 

제7편의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성의 공격 가능성에 한 법원의 수용이 

‘추측적 위협’에 입각해 있다고 한 언급에서 해당 판사의 실증주의적 태도가 드

러난다.

하지만 이 소수의견 역시 실증적 자료 제시에 의해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

고 보인다. 여성교도관이 특별히 더 성적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i) 앨리바마 교도소 내에 이미 존재하는 여성교

도관의 비율 및 임무에 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성적 공격에 한 자료가 

부재(혹은 부족)한 것이지, 그것이 이런 믿음이 과학적으로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ii) 하지만, 어떤 사회적 인식이 편견임

을 규명하는 근거가 언제나 선례(先例)에만 의존한다면, 바로 그 편견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선례가 없게 된다는 점은 규명하기 어렵다는 방법론적 난점이 있다. 

즉 선례에 바탕 하여 기존의 정책기준의 합리성을 따진다면, 편견의 결과를 편견

의 합리적 근거로 오인할 수 있다.40) 이러한 난점은 밝혀진 사실에 한 규범적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2) Diaz v. Pan Am World of Airway INC. 사건(1971)41)

디아즈는 팬암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에 지원했으나 회사측이 객실승무원은 여

   답: 남성과 여성의 내적 성향 (innate intention)입니다. 육체적 능력, 여성의 심리적 구
성과 남성의 그것과 관계되는 감정이지요 … 역사적으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한 우월감이지요 (Kay & West, Sex-Based Discrimination, p.715에서 재인용).
40) 각주 37)에서 말한 통계적 방법을 통한 간접차별의 추정은 이런 난점을 해소하기 위

한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41) 442 F. 2d 385, cert. Denied, 404 U.S.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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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 뽑는다는 이유로 그의 고용을 거부하 다. 디아즈는 이것을 성별에 의한 차

별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으나 사측은 객실승무원의 직무가 여성에게 적

합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된다고 반론을 제기하 다. 사측은 비행기 객실에서는 

승객의 심리상태를 고려해야 하는데, 심리학자의 자료에 의해서도 객실내 여성승

무원이 고객에서 심리적 편안함을 주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

음을 그 근거로 제시하 다.42)

이 문제에 해 먼저, 법원은 민권법상 진정직업자격 조항(703-e)에서 “사업의 

정상적 운 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이라는 규정은 ‘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를 평가하기 위함이지 ‘사업상의 편의(business convenience)’를 평가하

기 위함이 아니라고 판시하 다. 또 법원은 사업상 필요를 본질적 업무에 국한하

여 살펴보았는데, 법원은 항공사의 본질적 업무를 안전수송에 있다고 보고, 비록 

여성 객실승무원에 의해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남성보다 여성이 이러한 일을 

더 잘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기내 서비스는 항공사의 부수적(tangential) 업무라고 

보았다. 둘째, 법원은 고객의 선호라는 자료에 해서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사

실상 팬암사의 고용정책이 남성 객실승무원을 제한하고 있기에 고객들이 여성 객

실승무원의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고객들이 남성으로부터 서

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것이다. 셋째, 법

원은 진정직업자격이 성별 고정관념을 정당화하거나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

았다. 여성 객실승무원에 한 고객의 선호가 성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 객실승무원이 친절한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서 오는 선호일지라도 그것

이 성차별을 야기시킬 때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 다.

이 판결에서 볼 때, 사실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간이 서로 교차하면서 사건의 

결론에 이르는 논증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i) 여성 객실승무원에 한 고

객의 선호가 실증주의적으로 입증되었으나(사실적 판단), (ii) 객실 승무원의 여성

으로의 제한은 사업상의 본질적 업무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치 못한다고 

판단했고(법률적 판단) (iii) 여성 객실승무원에 한 고객의 선호는 남성에 한 

42) Wilson v, Southwest Airlines Co. (517 F. Supp. 292) 사건에서도 유사한 쟁점이 다루
어졌다. 항공사측은 ‘기업의 이미지’를 이유로 기내승무원의 여성 한정을 사업의 본질
적 부분이라고 주장하 다. 한편, EEOC는 특정 성별의 배제는 진정성 (authenticity)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직업자격 예외
조항에 한 법원의 판결들은 예외조항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문제되는 자격요건이 고
용주의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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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경험 부족에 기인할 수 있으며(사실적 판단) (iv) 설사 여성에 한 고객

의 선호가 진정한 것이라도 그러한 선호가 성차별을 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법률적 판단). 이러

한 논증구조에서 볼 때,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에 입각한 사실판단은 사회현

실과 법의 원리에 합당한 법률적 판단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증진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네 사건을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류

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실확정과 법적판단의 관련성

분류 다투어진 사실 사실 확정 법적 판단

Weeks 사건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

여성의 완력에

한 경험적 조사

여성보호규정의

철폐

Brown &
Root 사 사건

높은 곳에서의

공포증

동일 조건에서

일했던 남성노동자 조사

성별 고정관념의 

금지

Thodard 사건

a. 신장/체중 조건

과 완력

b. 여성의 성적

욕구 유발

a. 인구통계를 통해 간접

차별 인정; 신장/체중과 

완력간 관계 입증 못함

b. 자료 부족 및 조사의 

어려움

성별을 진정직업

자격으로 인정

Diaz 사건 

a. 고객의 선호

b. 본질적 업무의

   필요성

a. 승객의 선호 입증

b 본질적 업무

  연관성 없음

성별을 진정직업

자격 불인정

 

이상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실증주의적 조

사연구는 고정관념(stereotype)의 파기에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

에 한 고정관념이란 여성 및 여성성에 관한 지배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고정관념은 인구의 불특정 다수가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

고 그런 인식 자체가 강한 예측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차별적 효과가 크다.43) 

43) 고정관념(stereotype)은 단지 비과학적 통념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것이 현실에 ‘부
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강력한 효과를 남긴다. 오랜 시간동안 형성된 특정 성
별에 한 고정관념은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고정관념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 여성 개인들을 숱하게 경험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고정관념이 파기되지 않으며, 성별 고정관념은 계속 ‘여
성 일반’에 관한 인식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법이 채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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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정관념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여성의 특성은 고정관념과는 

달리 개인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기에, 실증주의적 조사연구는 지배적 고정관념을 

깨고 법이 실제로 적용될 특정 사안에서의 여성과 그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둘째, 판례에서 볼 때 실증주의 조사연구가 용이한 사실의 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역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예컨 , 여성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여성

의 신장과 몸무게와 같은 사실은 보다 용이하게 증명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후자

의 두 판결, Thodard 사건 및 Diaz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이란 성적 폭

력을 자극하는 존재’, ‘여성은 고객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존재’와 같은 인식에 

한 실증주의 조사는 접근의 한계를 가진다. 이 경우에는 먼저, 타당성 있는 인

식 조사 자체가 어려우며,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결과 해석에 가치관이 많

이 개입되게 된다. 즉 다투어진 사실의 성격에 따라 실증주의 조사의 설계가 달라

질 뿐 아니라, 사실에 한 법률적 해석의 비중과 역할이 달라질 것이다.

셋째, 사실판단에 있어서 실증주의적 연구 의의는 매우 크지만, 동시에 사법적 

판단에서 있어서 실증주의 연구결과가 가지는 한계에 관해서도 지적되어야 한다. 

예컨 , 동성애 파트너쉽에 관한 일반인의 의식에 관한 연구 결과가 부정적인 것

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동성애 파트너쉽에 한 법률적 인정을 유보하게 하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젠더관계에 관한 지배적 인식

이 법이 지향하는 자유․평등과 같은 이념에 반할 때, 실증주의 연구결과를 곧장 

법적 판단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법부는 비과학적으로 행

해진 사실 확정에 입각한 판결을 지양해야 하지만, 법률이 서 있는 이념과 가치 

위에서만 사실을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가 도출된다.

다른 한편, 젠더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판례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

이 사실판단에 있어 체계적 차이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 즉, 이제까지 본 사

례처럼 ‘누구나(anyone)의 위치’에서 마찬가지의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 있

는 반면, 성별의 위치에서 사실판단에 있어 상이한 인식이 나타나는 사안들도 있

특정한 성별 분류(예컨  남녀간의 성년연령차)가 때로 사회적으로 적합하다고 할지
라도(예컨  여성은 남성보다 일찍 결혼하므로), 그러한 분류가 성별 고정관념을 속
시키고 다시 그런 분류를 타당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성별 분류
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원칙의 정립은 단히 중요하다. 스테레오 타입과 
양성 평등기준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Bartlett, Harris & Rhode, 
Gender and Law, pp.11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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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법원은 어떻게 관련 사실을 확정하여야 하는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실 인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남녀 인식의 평균치를 산출해야 하는가. 

특히 성희롱 사건은 여성의 노동관련 사안이면서 동시에 남녀간의 성성

(sexuality)에 한 인식 차이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러 방법론적 문제

들을 제기한다.

Ⅳ. ‘합리적 여성 기준(Reasonable Woman Standard)’과 

실증주의 방법론

앞서 여성주의 법학에서는 여성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성

(postionality)’의 방법론이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묻혀져 왔던 여

성의 체험, 고통과 주체성이 사실과 진리의 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복원하되, 법학의 관심사에 맞추어 그것이 사법부에 들릴 수 있도록 합리성을 가

지는 것 역시 법률가와 연구자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논하 다. 역으로, 이러

한 목소리가 전달하는 새로운 합리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법부의 자세 역시 

요청된다. 미국 법원에서 성희롱 및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고려되어온 ‘합리적 

여성 기준’은 이와 같은 여성주의 방법론의 요청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법론이

라고 생각된다. 특정 사안에 있어서 여성이 놓여 있는 입장과 사법체계가 추구하

는 합리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고안된 기준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본 장에서는 미국 법원에서 성희롱 사건을 다룰 때 채용된 ‘합리성’ 또는 ‘합

리적 여성’ 기준의 특성과 한국 법원에서의 사실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미국의 환경형 성희롱의 선도적 판례인 판결(Elison v. 

Brady)과 한국의 서울  성희롱 사건을 비교하면서 법원에서 채용한 성희롱 행

위의 ‘사실판단’의 관점과 방법에 하여 살펴보고, 실증주의와 관련하여 이 기

준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1. Ellison v. Brady (1991)44)

1970년 에 초기에 제기된 성희롱(Sexual harassment) 사건들은 미국 법원에서 

계속 기각 당하 으나, 1976년 마침내 법원은 성희롱을 성차별의 한 형태로 인

44) 924 F.2d 87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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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에 이르 고,45) 1980년 EEOC는 가형 성희롱을 인정하고 환경형 성희롱 

이론을46) 진전시킬 사법부의 판결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기에 이르 다.47) 성희

롱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unwelcome)’ 성적 접근, 성적 제의 및 행위를 요건으

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관성에 한 판단을 요청한다. 동시에 이런 주관성

은 외면적으로 표출된 행위(언어와 행동)가 아니고서는 판단할 수 없기에 보다 

면 한 행위 조사가 요청된다. 즉, 가형 성희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승진, 배

치에 있어서의 변동,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에 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 또

한, 환경형 성희롱의 판단에는 성희롱 행위 및 이에 한 피해자의 거부 내지 저

항행위가 적 적(hostile) 혹은 침해적(abusive) 환경을 조성했는가를 판단해야 한

다.48) 이렇게 성희롱 행위의 판단에 있어서는 주관적 평가 뿐 아니라 객관적 상

황에 한 판단이 필요한데, 여기서 발생하 다고 주장되는 성희롱 행위와 그것

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누구의 관점을 채용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법원

은 ‘합리적 여성 관점’ 혹은 ‘합리적 피해자 관점’의 적합성을 고려하게 되었는

45) Williams v. Saxbe, 413 F. Supp. 654 (D.D.C. 1976).
46) 널리 알려진 로, 성희롱은 다음 두 종류로 별된다. (1) 가형 성희롱(혹은 조건

적 성희롱; quid pro quo SH): 이는 개인의 고용, 해고, 승진 혹은 고용상의 편익을 
조건으로 성적 접근에 응한 경우에 해당함. (2) 적 적 환경형 성희롱(hostile 
environment SH) 이는 성적 언행이 개인의 업무성과를 떨어뜨리거나 위협적이고 적
적이며 불쾌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함.

47) EEOC 지침에 따르면 (1) 성에 기반한 희롱은 민권법 제7편 730조를 위반한 것이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구, 기타 성적인 언행은 성
희롱이 된다. (a) 명시적․묵시적이든 간에 개인의 고용을 전제로 한 경우 (b)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한 것이 개인에게 향을 주는 고용에 한 근거로 작용한 
경우 (c) 그런 행동이 개인의 작업성과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위협적이고, 적 적이
며 불쾌한 업무 환경을 낳은 경우 (2) 어떤 행동이 성희롱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제기된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고 성적 접근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등
에 관한 기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작업환경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정 행
동의 적법성 여부는 개개의 사례에 따라 각 사실들을 놓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48) 피해자에게 가시적인 손해(tangible loss)가 없는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던 초기 
판결과 달리,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없을지라도 피해자의 고용조건에 지
속적인 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적 적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선도적 
판결은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미연방 법원 1986, 477 U.S. 57)을 들 수 있
다. 당해 사건에서 미연방 법원은 성희롱 행위는 제7편에서 금지한 성차별의 한 형
태라고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민권법 제7편의 내용은 경제적, 물질적 차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판결은 환경형 성희롱에서 비가시적 
손해에 한 인정은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의 복지와 작업 환경에 미친 미묘한 향까
지 조사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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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래에서는 ‘합리적 여성관점’을 채용한 판결과 ‘합리적 인간관점’을 채용한 

판결을 각 살펴본다.

브래디(Brady)라는 남성 직장동료는 에리슨(Ellison)에게 여러 차례 구애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행동은 피해자로부터 떨어지라는 조언을 들은 후에도 계속되었

다. 이 사건을 다룬 항소법정은 합리적 여성 기준(reasonable woman standard) 및 

피해자 시각(the perspective of victim)을 채택할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 

동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성희롱의 심도와 만연성을 평가함에 있어,  피해자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합리적 인간(a reasonable man)이

라면 문제된 성희롱 행위를 희롱으로 체험할 것인가 만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미 만연해 있는 차별의 수준을 강화시킬 위험에 처한다.  만약 어떤 차별행위

가 일상적인 것(common)이고,  피해자에 한 [법의]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면 가해자는 성희롱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롱

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선호한다.  피해자의 관점에 한 완전한 이

해를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다른 관점’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수의 남

성에게는 ‘용인될 수 있는(unobjectionable)’  행위가 다수의 여성에게는 공격

적인 것일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여성 간에도 상당히 넓은 견해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

는 다수의 여성은 남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공통된 우려(common concern)

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강간과 성적 공격에 있어서 비 칭적으로 

희생자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성적 행위에 한 우려를 하게 될 동기가 매우 

높다.  단치 않은 정도의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이 성희롱 행위가 성적 공격의 

전조(a prelude)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거의 성

적 공격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남성들은 사회상황에 한 고려 없이,  혹은 여성

이라면 인지할 수 있는 그 상황 안에 내재한 폭력 행사의 위협에 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적 행위를 진공상태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해당 법원은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 특히 성적 공격에 한 인식 

차이를 인정하고 성희롱과 같이 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행위의 판단에 있어

서 여성이 아닌 일반적 인식을 근거로 했을 때 처할 문제점에 해 적시하고 있

다. 여기서, 일반적 인식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여성의 인식을 체

계적으로 배제하는 남성적 인식을 채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때 성희롱 행위

라는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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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법원에서 늘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에 한 평가는 법원 뿐 아니라 여

성주의자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환경형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 선도적 미연방 법

원 판례인 Harris v Folklift, INC(1993)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49)

이 소송의 원고인 해리스(Teresa Harris)는 장비 여업체인 Forklift Systems에

서 1985년 4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매니저로 일했다. 하디(Hardy)는 당사의 사

장으로서 해리스가 당사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의 성(gender)을 이유로 모욕했으

며 그녀를 상으로 성적으로 비꼬는 언행(sexual innuendos)을 일삼았다. 1987년 

8월 중순, 해리스가 하디의 행동을 문제 삼자, 하디는 해리스가 불쾌했다는 사실

에 놀라면서 단지 농담이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러나 9월 초, 하디의 행동이 다시 되풀이되자, 해리스는 10월 1일에 직장을 그만

두었다. 그 후 해리스는 하디의 행동이 침해적(abusive) 근무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당 회사를 상 로 제소했다.

지방법원은 하디의 행위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디의 언급은 “[해리스]를 공격하 고, 합리적인 여성이라면 공격받았을 것이

다.” 그렇지만 그 언급은 “[해리스]의 심리적 복지에 심각하게 향 미칠 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 환경 하에 놓인 합리적 여성 관리자라면 하디에 의해 

공격받았을 것이지만, 그의 행위는 그의 작업 성취를 방해할만한 수준에까지 미치

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방법원은 심리적 차원과 작업 성취의 차원을 나누어 보면서 하디의 

행동이 전자에게는 향을 미쳤겠지만, 후자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논리를 전개하

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의 의미도 불명확하지만,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은 누구

의 관점에 입각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판결에 해 법

원은 지방법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원고의 심리적 복지 또는 

“피해로 인한 고통”에만 의존한 것은 오류라고 하면서, 이러한 관심이 불필요하

게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판시하 다.

“물론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심각하게 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지

만 [성희롱이] 그런 행위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 환경이 적 적 혹은 침해적인

지 합리적으로 인지된 것이라면 심리적 피해규명에 이를 필요는 없다.  물론 그

것에 해 수학적으로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의 

적 성과 모욕성은 그 환경을 살펴봄으로써(looking at all  the 

49) Harris v. Folklift System, INC. (1993) 510 U.S. 17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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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차별적 행위의 빈도,  그 심도

(severity),  신체적으로 위협적 혹은 침해적인가,  혹은 단지 공격적인 발언인가,  

그것이 피고용자의 작업 수행을 비합리적으로 방해하 는가 등이 될 것이다.  여

기서 피고용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친 향은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미연방 법원은 환경적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

관적(심리적) 피해’ 규명에 국한하지 않고 작업 환경에 한 ‘객관적 상황’ 파악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해당 법원은 성희롱 판단에 개

입되는 ‘주관성’ 판단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고, 성희롱 사건에 있어 

합리적 인지의 중요성이 자리매김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때, 합리적 인지가 차별

적 행위의 내용, 빈도, 강도, 그것과 작업환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 상

황에 초점을 맞춘다면, ‘합리적 여성’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는 성희롱 사건에 있어 객관적 사실판단의 의무를 환기함으로써 성희롱의 

사실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남긴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성희롱의 구성 요건

으로서 피해자의 ‘원치 않음’ 및 적 적 환경의 조성에 한 피해자의 평가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관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합리적 여성 관점에 관하여 여성주의 학자들 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 먼저, 합리적 여성이란 이상적인 여성(idealized woman), 즉 매우 논리적이

고 공격적인 여성, 그래서 ‘남성과 같은 여성’을 의미하고, 피해 여성들과 동떨어

진 판단을 하기 쉽다는 것이다.50) 브랙우드(Blackwood)51) 역시 합리적 여성이란 

궁극적으로 기존의 남성 견해에 의존하는 여성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앞서의 비

판과 공통점을 가진다. 합리적 여성이란 아마도 매일의 일상에서 남성적 기존 질

서(male status quo)를 관용하며, 적절하게 여성적 감각을 보여주면서 함께 살아

온 아내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브랙우드는 결국 성희롱 체험

에 있어서 ‘주관적’ 효과는 그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다른 한편, 합리적 여성기준에 하여 긍정적인 입장에 의하면, 합리적 

여성이란 추론하는 여성(reasoning woman)이라고 이해한다.52) 즉 작업장에서 젠

50) Susan Estrich, “Sex at Work,” 43 Stanford Law Review, 1991.
51) Ellen M. Blackwood, “The Reasonable Woman in Sexual Harassment Law and the 

Case of Subjectivity,” 16 Vermont Law Review, 1992.
52) Martha Chamallas, “Feminist Constructions of Objectivity: Multiple Perspectiv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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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억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믿을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여성이다. 따라서 합

리적 여성 기준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원고 자신의 커뮤니티와 작업환

경에 해 반응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 여성기준에 만족하

지 않고 다른 법률적 조치의 마련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53) 예컨 , 아브람스

(K. Abrams)의 경우에는 피고의 행동이 여성들에게 차별적, 침해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에 한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환하라는 요청을 한다. 이럴 경우, 원

고가 아니라 피고의 행동에 한 조사가 보다 정확하게 면 하게 진행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합리적 여성 기준’의 도입은 성희롱 여부

의 판단에 있어서의 ‘객관적 시각’이 가진 ‘성맹적(gender-blindness) 합리성’의 한

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성희롱 및 성

폭력 행위는 남성 젠더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여성 젠더에 속한 사람(들)에게 

행해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회 구조화된 젠더관계의 성격을 담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남녀의 인식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합리적 여성기준은 법원으

로 하여금 성별간 ‘차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압도적으로 많이 피해자가 되

는 여성의 인식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합리적 여성기

준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다음 판례를 살펴본 후 계속하기로 한다.

2. 서울대 성희롱 사건 (1993-1998)54)

한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사건인 본 사건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성희

롱 문제를 가시화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관련 법

령을 제정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1994년의 1심에서는 당시로서는 거액인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1995년의 2심

에서는 원고 패소하 다. 1998년 최고심에서 법원은 우조교에게 부분 승소 판

결을 내림으로써 성희롱의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 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Sexual and Racial Harassment Litigation,” 1 Texas Journal of Women and Law, 1992.
53) Kathryn Abrams, “Gender Discrimin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Work-place 

Norms,” 42 Vanderbilt Law Review, 1989.
54)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77804.

2심: 서울고등법원, 94나 15358.
3심: 법원, 95다39533.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98나1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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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

의 사실판단 및 그 시각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관계에 있어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사실 중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법원은 2심에서 “원고의 주장사실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장사실을 배

척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칙, 경험칙, 체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 기에 2심의 사실인정을 받아 들 다. 

이렇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3>를 통해 1심과 2심에서의 사실판단을 비교해 본다.

<표 3> 1심과 2심에서의 사실판단의 상이성

1심 2심

기
기
교
육 

과
정
에
서
의
 
성
희
롱

피고 신○○는 1992년 6월 5일경부터 약2
내지 3주간 … 엔엠알 기기실에서 원고에
게 엔엠알 기기의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20내지 30차례에 걸쳐서 원고가 
컴퓨터 키보드 앞에 앉아 있으면 원고의 
등 뒤에서 피고의 가슴을 원고의 등에 가
까이 고 포옹하는 듯한 자세를 한 채로 
원고의 앞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를 자신
이 치기도 하고, 원고의 어깨나 등에 피
고의 손을 올려 놓거나 원고의 등을 쓰다
듬기도 하고, 원고가 기기를 작동하고 있
을 때 옆에 있다가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
로 원고의 팔을 손으로 잡기도 하고 때로
는 원고의 옆에서 위 기기를 조작하면서 
의도적으로 피고의 몸의 일부분을 원고에
게 접촉시키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피고는 기기전담조교의 교육을 비롯하여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책
임이 있었으므로 자주 기기실에 들러 원
고와 기타 학원생들이 작동시에 미숙한 
점이 있으면 교정하고 교육하는 일이 있
었다. 기기가 소재한 장소는 비좁았고 기
기를 조작하려면 키보드에 명령어를 입력
하거나 40여 개에 이르는 조정버튼을 조
작하여야 하므로 기기조작을 가르치거나 
교정하기 위해서는 기기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컴퓨터 앞
에 있는 기기작동자의 몸에 접촉하게 되
는 일이 빈번하 다.

피고는 기기관리 감독차 자주 공동기기실
에 들 는데, 그 중 수차례에 걸쳐 엔엠알 
기기조작을 위하여 컴퓨터 앞에 앉아 있
는 원고의 의자 옆 또는 뒤에 접근하여 
잘못을 시정해 주기 위하여 … 원고의 어
깨, 등, 손에 피고의 손이나 팔이 접촉하게 
되었다. 위 피고의 이러한 행동들이 원고
로서는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것이었으나 
이에 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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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성
희
롱

1992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고 신○○
는 사무실 복도에서 원고를 마주치면 함
께 걸으면서 원고의 등에 손을 거나 어
깨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한 번
은 학원생들이 사용하는 실험실에서 원
고의 땋은 머리를 만지면서 “요즘 누가 
시골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
냐”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고, 심부름 기
타 명목으로 원고를 자신의 연구실로 자
주 불러, 들어오는 원고를 위아래로 훑어
보며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피고 신○○는 원고가 엔엠알 기기담당조
교로 들어온 후 얼마 안 있어 실험실 학
생들과 입방식을 한 이후에 원고에게 자
신과 따로 입방식을 하자는 취지의 발언
을 하고, 1992년 8월경에는 원고에게 “날
씨가 좀 서늘해지면 실험실 사람들 모르
게 자신과 단둘이서만 넥타이 메고 가는 
곳에서 입방식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

원고는 피고 신○○가 1992년 6월경부터 8
월경 사이에 서울 학교 23동 108호 앞 
복도 등에서 원고와 마주칠 때면 의도적
으로 원고의 등에 손을 거나 어깨를 잡
는 경우가 많았고, 같은 해 8월경에는 22
동 309호실 실험실에서 “요즘 누가 시골처
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원고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원고가 정식 임용된 동년 8월 10일경 단
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같은 무렵 23동 4층 교수 연구실에서 원
고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
들여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몸매를 감상하
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 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  뒤에서 당원이 채용하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체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언동이 인정되
나, 그 언동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적 괴롭힘에까지 이르는 심하고 철저한 
것은 아니었다.

기
기
고
장
방
치

(산책제의 거절 이후) 피고 신○○는 원
고의 업무수행이나 업무상 보고 등에 
하여 무관심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

는데 1993년 2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엔
엠알 기기의 이상상태를 수차례 보고하
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보고를 계속 
무시한 채 방치하다가 결국 소외 류00이 
피고에게 기기이상을 재차 보고하여 이를 
수리하게 되었다.

근
무
태
도

종래부터 학생들이 위 엔엠알 기기를 사
용하여 시료측정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위 기기담당 조교가 학
생들의 신청을 받아 시료측정을 하여 주
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신○○의 실험실 

학원생들만은 예외적으로 위 기기담당
조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 기기를 사용
하는 것이 관행으로써 허용되어 왔고, 피
고 신○○는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지 얼
마 되지 않았을 때에 원고에게 다른 학생
들이 신청한 시료측정보다는 피고의 실험
실 소속 학원생들의 위 기기사용에 우
선권을 주도록 지시하 고, 

원고가 담당하는 엔엠알기기는 종래부터 
학생들이 위 기기를 직접 사용하여 시료
측정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 왔고 원칙적
으로 위 기기담당조교가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시료측정을 하여 주도록 하되, 다만 
피고 신○○ 실험실 소속 학생들의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위 기기담당조교를 거치
지 않고 직접 위 기기를 사용하여 시료측
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원고가 위 
엔엠알 기기담당조교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변리사 시험을 준비중이었던 원고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위 기기를 이용하는 

학원생들로부터 원고가 평소에 제자리
를 잘 지키지 않으며 측정의뢰를 해도 제
때에 스펙트럼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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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태
도

… 시료측정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사
실이 있기에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업무
에 임하 었는데 … 소외 류○○이 실험 
때문에 하루 2, 3시간 이상씩 위 기기를 
독점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같은 실험
실 소속 학원생인 소외 채○○은 미리 
위 기기사용 시간을 알려달라는 원고의 
협조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고없이 임의로 
장시간 위 기기를 사용하기도 하여 원고
와 소외 채○○과의 사이에 말다툼이 있
었던 경우도 있는 등 피고 신○○가 원고
에게 지시한 자신의 실험실 소속 학원
생들에게 위 기기 사용의 우선권을 주고, 
외부로부터 의뢰된 시료측정을 하루에 10
개를 초과하여 측정하지 말라는 지시사항
의 준수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지장이 
오거나 의뢰받은 시료측정이 자꾸 지연되
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원고
가 위 피고에게 이에 한 조절을 부탁하

으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것은 조
교와 학생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방샘플
이 최우선인데 다른 의뢰 샘플이 아무리 
늦어져도 그것은 조교가 상관할 바가 아
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화내기도 하
다.

원고가 정상 근무한 1992년 10월부터 1993
년 5월까지 시료처리량은 106개 내지 200
개 는데 가장 많은 작업을 한 달에도 하
루 처리량은 8개에 불과하여 실질적 근무
시간은 3시간 가량에 불과하 음에도 학
과에서 의뢰된 시료처리를 원고가 2∼3일
간 지체시켜서 학원생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었다. 특히 원고와 위 기기를 공동
으로 사용하는 학원생들과의 사이에는 
위 기기의 사용시간 등의 문제로 충돌이 
잦았고 실험실 전임자와 기기사용 문제로 
언쟁을 벌리는 등 인화관계 문제를 드러
내었고 화학과에서 피고의 지도 아래 박
사과정을 이수한 소외 류○○과 한패가 
되어 소외 채○○을 위시한 학원생들과 

립하 기 때문에 이들의 감정 립으로 
인하여 실험실의 연구 분위기는 저해되었
다.

<출처: 서울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 책위원회, “1심과 2심 판결문 비교 및 2심 판결문의 

문제점 검토”, ｢서울  조교 성희롱 사건 백서 下｣, 미간행보고서, 2001, 1585-9면>

이상과 같은 사실인정의 상이성을 실증주의적 조사연구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다. 먼저, 기기조작 과정에서 피고의 원고에 한 신체 접촉을 1심에서는 고의적

인 행위로 적시하는데 비해 2심에서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것으로 인정

한다. 이러한 사실 차이에 한 규명은 그 기기 작업에 한 실험연구로 충분히 

증명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문제된 엔엠알 기기의 작동을 문제된 실험실에

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신체 접촉의 불가피성, 그 정도 및 기간 등은 실험을 통

해서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속한다.

둘째, 2심에서는 원고가 이런 접촉에 해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원고와 피고간의 증언,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 보충되어 명확해 질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 이에 해 법원은 성희롱 행위

의 요건에 피해자 여성의 명시적 반응 뿐 아니라 추정적 반응의 내용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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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성적 접촉에 해 반드시 명백하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 다. 따라서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여부에 한 사실관계의 

규명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추정적 반응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여전히 

남아있는 바, 법률가는 직장내 위계관계 및 남녀에게 기 되는 성규범의 차이를 

충실히 인식하고, 그 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사실판단을 행해야 할 것

이다.

셋째, 2심에서는 기타 성희롱에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언동은 … 

성적 괴롭힘에까지 이르는 심하고 철저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법원에

서 이런 판단은 법리 오해로 지적하 지만, 이 사항은 우선 ‘괴롭힘(희롱)’의 행

위에 한 법원의 사실 판단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누구를 기준으로 하

여 그러한 행위는 ‘심하고 철저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

기 때문이다. 판결문에서 볼 때, 고등법원은 ‘합리적 여성’과는 거리가 있는, ‘자

유롭고 아름다운 남녀관계’를 염두에 둔 ‘일반인의 관점’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뒤에서 볼 학원 학생의 증언 채택이나 피고용자의 수인의무 강조 

등에서 볼 때, 이 사건의 피고인 학교수 혹은 법원의 판사와 같은 엘리트 남성

의 관점으로 본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넷째, 원고 여성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1심과 2심간 사실인정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1심에서는 주로 피고 신○○ 실험실 소속 학생들의 기기 사용으로 말

미암은 원고 여성의 애로사항들을 적시한 반면, 2심에서는 특히 피고인 신○○ 

교수의 실험실에 소속된 학생들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피고 실험실 소속 학생들이 피고와 가지는 특별

한 관계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인 바, 증거 채집의 객관성 문제가 다루어졌

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외에도 2심 판결문에서는 성희롱이 방치됨으로써 여성 및 근로자들

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성희롱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근로자

가 ‘수인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또, “경미하고 사소한 사항을 불

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활동하는 자의 행동의 자유를 부당히 제

한하게 될 것이다”고 한다. 여기서 여성의 성적 자유문제에 해서는 논외로 하

더라도, ‘경미하고 사소한 사항’을 판단하는 관점은 누구의 것인지 역시 의문스

럽다. 이러한 법률적이지도 사실적이지도 않는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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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지적한 로 1심과 2심의 사실인정의 상이성은 실증주의적 사실조사

를 통해서 그 불일치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2심의 사실인정이 그 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볼 때, 사실인정에 내재한 비과

학적 태도 및 증거 채집 방법 등이 중 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적 오해라는 차원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 다.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

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원심

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 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

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

고 적 적․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 

당하 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 한 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

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성희롱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를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동 사건의 판결문에서 볼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성희롱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 성희롱은 상 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

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행위의 위법성 여부로 성

희롱 행위의 존부를 가리는 것으로 족하다. (ii) 법원은 보복해고 또는 근로환

경에 한 부당한 간섭 여부는 위자료 등의 산정에 참작사유가 될 뿐이므로 이

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iii) 또, 성희롱을 조건적( 가형) 성희

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는 것을 반 하고 이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불법행위로서의 성희롱 판단에 있어 유연성을 가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 제기될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보

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 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성희롱 행위

의 사실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채용한 기준에 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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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성희롱이라는 불법행위를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이라는 지극

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당 판결

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 방에 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

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 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

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 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

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

다 할 것이다.”

“피고 신○○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

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동안 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 하

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

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

다고 할 것이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판결문의 언어이다. 주지하다시피, 

본 성희롱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이제까지 제기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은 초유의 

사건이었다. 따라서 성희롱이라는 행위의 성격과 종류, 그것이 피해자의 인권과 

작업장에 미치는 향이 어떤 것인지에 한 보다 진지한 조사와 이에 한 논

리 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의 사실 파악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보다 철저하고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심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

았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성희롱 행위가 여성 피해자에 미치는 인격권 훼손에 

한 구체적 법리를 구성하기보다는 마치 그런 훼손이 ‘자명한 일’인 것처럼 다

루는 법원의 태도는 논증을 회피하는 안이한 태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사회의 ‘풍속과 사회질서의 선량함’이 성희롱을 방지하거나 판단하

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성 근로자들의 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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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위계질서에서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여성은 직장의 꽃’

이라고 여겨지고, 예컨  남성중심적 회식문화가 유지되어온 상황이라면, 성희롱 

행위는 직장문화의 자연스런 일부로 녹아들어 있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

회질서의 선량함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선량함 속에 내재해 있는 성차

별성과 여성 억압성을 분석하는 것이 성희롱 법리 구성의 중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5)

셋째, 연장선상에서, 사회의 풍속과 선량함이라는 사회 통합적 판단 기준으로

는 합리적 여성과 합리적 남성간의 관점의 차이가 고려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성희롱 행위는 남녀간의 위계질서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이해되

는데, 법원이 사회통합적인 관점만을 견지한다면, 성희롱에 한 적절한 법적 조

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56) 요컨 , ‘누구의 경험칙’으로 성희롱의 정

신적 고통이 그렇게 명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논거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동성

(同性)인 사람의 합리적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표출하고, 그 관점에 입각하여 문

제가 된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합리적 피해

자 관점의 실질적 가치는 사법부와 우리 사회의 주류에서 합리적 여성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심층 면

접 혹은 설문지 조사 방법 등을 통하여 ‘피해 여성(들)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은 사람들의 집합 체험’을 조사․연구한다면 신뢰성을 가진 자료

55) 1993년 11월 한국여성민우회가 서울지역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직
장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을 전
체 응답자 458명 중 401명으로 답변하여 81%이며,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이 일어난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4.8% 다. 또한 지난 2004년 9
월 여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의 30% 이상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며, 육체적 성희롱(56.2%)이 언어적 성희롱(36.3%)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6)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2000가합57462)에서 서울지방법원의 해당 재판부는 “성적인 언
동이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응하 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 적
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성희롱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되,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 다. ‘서울  성희롱 사건’에 비하면 
성희롱 행위의 불법성 판단의 기준 문제가 보다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합리적 
사람과 피해자의 입장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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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57) 앞으로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에 의해 성희롱 및 

성폭력에 처한 여성들의 증언자료 및 사례분석이 축적된다면, 여성의 입장이 무

엇인지 공감 를 형성하고 인식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58)

이렇게 구축된 합리적 여성 관점이라면 단지 몇몇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이 아

니라, 우리사회의 여성의 평균적 혹은 최소한의 공통적 관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구축된 여성관점은 합리적 여성관점이라기보다는 ‘평균적 

여성 관점’이라고 함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내지는, 평균적 여성관점

에 내재해 있는 ‘평범한’ 합리성을 밝혀내고 이 합리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

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와 논증을 통하여 법원이 양성

(兩性)에 해서 마찬가지의 ‘상상력’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법원은 성별관계에 

관하여 편견 없는 지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법원의 성별은 남

성이 아닌, 양성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실증주의 방법론과 여성주의 법학이 가지는 관계

를 다루기 위하여 먼저 법현실주의, 사회학적 법학을 논의하 고, 여성주의 법학

에서 실증주의 태도가 가지는 위상을 검토하 다. 본론에서는 노동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한 사실확정에 있어 실증주의적 조사연구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여성의 

체력, 신장, 공포증 등 외재적인 사실(external facts)이 다툼이 될 경우에는, 실증

주의적 조사로 문제가 해소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고객의 선호, 남성의 성욕 

57) 이 경우 합리적 여성관점을 찾는 노력은 실증주의 연구와 배치되지 않는다. 다만, 
전통적 실증주의에서 생각하듯이, ‘입장 없는 제3자’가 아닌 ‘입장을 가진 사람’이 
조사 상이자 조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증주의 철학과는 일정한 간격을 나
타낼 것이다.

58) 예컨  강간 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피해자 여성이 취할 행동과 한국 법원이 가지
고 있는 인식 간에 큰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합리적 여성의 행위에 관한 경험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 만약 다수 합리적 여성들은 (i) 신체의 상해 혹은 생명의 위협
을 느낀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고 (ii)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간이 벌어지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고 (iii) 사건을 
신고하거나 사회에 알리는 것이 가져올 이익에 해서 측정할 것이다. 이런 ‘합리성’
이라면 강간 행위시 최협의 폭행, 협박을 불러오지 않을 확률이 높고, 신체에 아무런 
상해를 남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에서 강간으로 인정되기는 상
당히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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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과 같은 주관적 사실(subjective fact)이 개입되면 실증주의적 조사로 사실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실증주의적 조사가 더더욱 한계 속에 놓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첫째, 성희롱 행위 구성에 있어 주관적 요소가 판단되어

야 하는데, 이는 실증주의적 조사가 한계를 나타내는 역이며, 둘째, 남녀간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때, 방법론적 난점을 지니기 때문

이다. 셋째, 이와 함께, 체력, 신장, 공포증, 고객의 선호에 한 사실판단과는 달

리 ‘성희롱’ 자체가 법률적 개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사실로서의 성희롱에 

한 조사는 법적요건으로서의 성희롱에 비추어 구성되고 판단될 것이다.59) 이렇게 

문제되는 행위 자체가 일상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일 경우, 이를 ‘내재적 사

실(internal facts)’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경우, 경험적 사실은 법적 개념의 구

속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희롱과 같이 사실판단의 

상이 될 행위가 동시에 법적 개념인 경우, 이를 경험적 사실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의 성희롱 행위를 제 로 규율하기 위

해서는 몇몇 전형적(typical)인 행위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 사례를 보다 풍부하게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 발견된 성희롱을 가지고 성희롱의 법

률적 해석을 변화시키는 현실사회에 열려 있는 법률해석이 요청된다. 이상의 내

용을 도표화하면 <표 4>와 같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실증주의 방법론은 여성주의 법학의 친구이지만, 거리감 

있는 친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통념을 파기시키는데 기여하고 어떤 사건

이 발생하는 사회적 실태를 이해하게 해 주며, 부당한 사회통념이 법적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지 성찰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여성주의 법학은 여성의 관점

에서 법과 법률현상을 재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치배제적인 실증주의의 틀 

속에서 편안하게 머물기는 어렵다. 합리적 여성기준이 보여 주듯이, 여성주의 법

59) 여기서, 법률 개념에 기초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 간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판단
의 여러 차원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예컨 , ‘동일노동’을 해석하기 위
한 ‘직무분석’과 같은 기준은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적 기준이고, 이 경우 법적 구속
을 받지 않는 실증주의적 조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보다 커진다. 하지만, 성희롱과 
같이 법률적 개념의 경우에는 타당한 사실 역이 법률적 요건에 의해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루만 (N. Luhmann)이 말하는 법의 자기준거성 (self-referentiality)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마련해 놓고 그 규정에 적합
한 한에서만 체계 내부적으로 사실을 끌어들이기에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판단에 
있어 법체계 바깥 공간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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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관점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포기한 ‘주관적 언어’를 의미하지 않지만, 그 기

준이 경험주의 조사를 통해 곧장 확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사회 속에서 

형성된 여성의 입장이란 실증주의적이고 동시에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다투어진 사실의 성격과 법적 판단

다투어진 사실 사실의 차원 법적 판단
Weeks 사건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 외재적 사실 진정직업자격 불인정
Brown & Root사
사건

높은 곳에서의 공포증 외재적 사실 진정직업자격 불인정

Thodand 사건

a. 신장/체중 조건

b. 남성 죄수들의 성적

  욕구 유발

a. 외재적 사실

b. 주관적 사실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

Diaz 사건
승객의 선호

- 업무 본질성
주관적 사실

직무의 본질적 부분

과의 연관성, 진정

직업자격 불인정
서울

성희롱 사건
성희롱 행위

내재적 사실(주관적

& 객관적 사실 포섭)
법률 해석을 통한

사실확정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확정하며 동시에 

파악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재해석하는, 사실과 법적 판단간의 

화는 구히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사법부에서 경험조사 연구 결과가 보다 적

극적으로 검토되고, 사실 판단에 있어 실증주의적 자세가 채용되기를 기 한다. 

특히 시민의 재판 참여가 논의되는 현재는 사실판단에 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

요한 시점이다. 사실확정에 있어 실증주의의 가치는 여성주의 법학 방법론에 한

정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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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itivism and Its Implications on 

the Feminist Jurisprudence
60)

Hyunah Yang*

This is a study to introduce and rethink the significance of positivism in 

relation to feminist jurisprudence.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the positivism on the ‘fact-finding’ procedure at the judicial 

process. In so far as feminist jurisprudence designates a ‘woman’ not so much 

an object of the study as a source for the perspective in interpreting the law, 

question of methodology in pursuing the feminist legal analysis has been critical.

As perceptions on gender often have been formed in the informal setting such 

as family and the intimate relations, the ‘taken-for-granted’ nature of the common 

sense could easily be permeated in the judgment of various legal issues of 

gender. Thus, one of the main arguments in legal feminism has been the 

necessity of the viewpoint or method to secede legal judgment from the 

prevailing notions of gender that often naturalize the masculine supremacy over 

the female and gendered division of labor, etc. Positivism mainly as a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 as confined in this article can be a tool to defeat 

unscientifically based gender stereotype and other male-centered assumptions in 

the legal decis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ttempts to locate the tradition of positivism 

within legal feminism as well as sociology of law and reviews the judicial cases 

regarding women's labor mainly in the United States. How to decide the 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excep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stipulation in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 was the main issu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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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examin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facts’ such as the applicant's 

strength, heights, customer's preference and the notion of sexuality, the value of 

positivist research varies as well.

In the sexual harassment cases, however, the positivist method would face 

dilemma or even challenges. The perception on the sexually harassing behavior is 

systematically different between men and women based on their positions and 

their notions of sexuality. Moreover, the subjective factor such as ‘the 

unwelcome’ has been recognized at the court as the critical one. The article 

accordingly discusses the ‘reasonable woman standard’ in the light of the method 

of investigation. The study interprets the reasonable woman standard as a middle 

way between the objectivity in finding the facts and the device to accommodate 

the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The study finds this standard useful 

especially when it is built upon the social scientific research so that it overlaps 

with ‘the reason’ that the average woman has. In this effort, the reasonable 

woman standard would not contradict with the positivist inquiry of the reality.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ttempts to classify the differences in the 

facts such as external facts, subjective facts, and internal facts. This classification 

suggests that the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need to deal with the differences 

in the nature of ‘fact’ in each case. Nonetheless, positivist approach in inquiring 

and investigating the facts is found to be a very effective tool to nullify the 

prevailing stereotype about men and women. As a legal decision can be reached 

through the incessant dialogue between fact-finding and legal interpretation, the 

meaning of positivism would not be confined within feminist jurispru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