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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센터 (http://civiledu.org)

제목 법의 제국 제 장제목 법의 제국 제 장제목 법의 제국 제 장제목 법의 제국 제 장: 1: 1: 1: 1

저자 로널드 드워킨저자 로널드 드워킨저자 로널드 드워킨저자 로널드 드워킨::::

교안작성자 이한교안작성자 이한교안작성자 이한교안작성자 이한::::

제 장 무엇이 법인가제 장 무엇이 법인가제 장 무엇이 법인가제 장 무엇이 법인가1 ?1 ?1 ?1 ?

절 왜 이것이 중요한가절 왜 이것이 중요한가절 왜 이것이 중요한가절 왜 이것이 중요한가1 ?1 ?1 ?1 ?

소송에서 이겨서 체면을 세우느냐 져서 망하느냐는 단 하나의 논거에서 갈라진다1 .

판결에는 불가피하게 도덕적 차원이 있어서 공적 불의라는 특별한 형태의 위험이 늘 존2

재한다 그 구성원을 어느 수준에서 범법자로 낙인 찍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사법심사권을 가지는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은 크나큰 사회적 파장을 가질 수 있다3 .

연방대법원 이외의 판결도 역시 큰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4 .

영국 판결 동료 노동자의 과실로 인한 상해는 사용자에게 손배청구ex1) 19C : X

산재에 관한 손배법에 큰 영향→

각료 태임후 비밀 문서 공표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에 대한 판결ex2)

정부활동양식과 그에 대한 비판활동에 큰 영향→

절 법에 관한 견해차이절 법에 관한 견해차이절 법에 관한 견해차이절 법에 관한 견해차이2222

판사들이 법에 대해 갖는 견해차이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알기 위해 며 가지 구별이5 c

필요하다.

사실의 문제 ex①

법의 문제 ex②

도덕성의 문제 법에 대한 충성의 문제+ ex③

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6 .①③

이와 구별되는 의 견해차이는 무엇에 대한 견해차이일까?②

법명제의 의의7 :

일반적 덜 일반적 아주 구체적 진 이나 위 일 수 있는 명제다. . . .→

진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법명제들이 뿌리박고 생명을 유지하는 더 잘 알려져 있는8 ?

다른 명제들에 의하여 진위가 가려진다 이 다른 명제가 바로 법의 근거 다. (ground) .

법률가들이 어떤 법명제의 진위에 관해서 견해차이를 보이는 두가지 방식을 구별9

경험적 견해차 성문법전의 문자적 내용에 대한 견해차 법전 확인하면 된다(1) : .→

이론적 견해차 법의 근거에 대한 견해차(2) :

이론적 견해차이는 어떤 법률이 제정되었는지 판사들이 과거에 무엇이라고 말했10 , i) ii)

고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긴다. ex)

이는 어떤 종류의 견해차이일까Q1) ?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더 나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Q2) ?

일반 대중은 법에 관한 이론적 견해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법에 대한 충11 ,

성의 문제라는 왜곡된 형태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판사들이 법을 찾아내는가 아니면 만드는가에 관한 일반대중의 논쟁은 실제로는 새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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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야심찬 주장이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어느 경우에 그러한가에 관한 것이다, . ex)

절 명백한 사실설절 명백한 사실설절 명백한 사실설절 명백한 사실설3333

명백한 사실설 이론적 견해차이란 허상에 불과한 것이며 변호사와 판사들은 모두 실13 : ,

제로는 법의 근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설이 말하는 법의 정의 법이란 입법부 법원과 같은 법기관들이 과거에 어떤: ,

결정을 하였는가의 문제이다 난해한 언어를 이해하고 법전과 판례집을 찾아보는 훈련만. →

거치면 언제나 답할 수 있다.

이 견해에서는 변호사들과 판사들의 견해 차이는 사실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

제와 법에 대한 충성의 문제로 틀지워진다.

즉 일방은 법에 불복종하거나 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보수적 입장14 , . →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진보적 입장15 ‘ ’

일반인들의 입장과는 다른 점16

일반인들은 모든 사건을 판결하게 해줄 법이 법전 속에 있다고 생각

학술이론으로서 명백한 사실성은 과거의 제도적 결정이 당면사건에 대해서 어느 쪽으≠

로도 정해놓지 않은 즉 법이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

학술이론으로서의 명백한 사실설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은 법을 변경하는

것이지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즉 판사는 재량을 행사함으로써 법이, . , →

침묵하는 부분을 보충하고 모호한 경우에는 더 명확히 함으로써 신법을 제정하는 것+ 〓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

법에 대한 충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법개정의 문제로 대체된다 법이 없는 경우17 , .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명백한 사실설의 해석을 받아들이고서는 아주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법학자들18 , :

결정에 일관성 모순 이데올로기적 선호와 계급적 선호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을 위장X, ,「

할 뿐.」

명백한 사실설은 일반인들과 법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입장이다 그러19 .

나 이 입장은 변호사와 판사들이 자기의 일을 설명하는 데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낭만.

적 장인적 예술 관념

우리는 법을 장인적 예술로 보는 관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판사의 직관의 구조가 일20 .

반인들이 국가의 통치에 대하여 그리고 정의에 대하여 갖는 신념과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

해서다.

절 논의의 서두에서 제기되는 반론절 논의의 서두에서 제기되는 반론절 논의의 서두에서 제기되는 반론절 논의의 서두에서 제기되는 반론4444

이 책의 목적22

비판법학자들의 논의23

위 논의에 대한 비판 법적 실천은 내적이고 논증적이다24 : .

법에 관한 외적 관점 내적 관점은 둘 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그 각각은 상대의25 , ,

관점을 포함하거나 고려해야 한다. ex1) ex2)

따라서 역사와 사회라는 자칭 더 큰 문제를 다룬다는 구실로 법적 논증의 구조를 무시하

는 이론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쓴 수학사와 같은 것이다. .

이 책이 출발하는 관점 내적 참여자 판사의 관점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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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현실의 세계절 현실의 세계절 현실의 세계절 현실의 세계5555

명백한 사실설이 얼마나 법실무를 왜곡하는지 보자27 .

몇 가지 실제사례:

편 엘머사건편 엘머사건편 엘머사건편 엘머사건1111

엘머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엘머는 법적으로28 .

그의 할아버지의 최종 유언대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할아버지의 딸들인 고모들이?

후순위 상속인들이다.

엘머의 변호인이 내 세운 법적 논거 논거29 1. 2.

뉴욕 주 대법원 판사들은 모두 자신들이 내리는 판결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

다 그들이 견해 차이를 보인 것은 법이 정말로 무엇인가 올바르게 읽었을 때 법률이 요구. , ,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였다.

법률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해보자30 .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하나의 물체 단어들이 인쇄된 기록의 단어군, .①

문건을 의결함으로써 제정된 법②

가 될 수 있는 구별analogy .

비잔틴행 항해 라는 예이츠가 쓴 시를 가리키는 일련의 단어들Sailing to Byzantium①

그 시가 진정 말하는 것 또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진짜 시를 어떻게. , ‘ ’②

해석 구성 하는가에 관해 견해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construct) .

판사들은 두 번째 의미에서 견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판사들은 법률을 해석하기 위31 .

하여 법률해석 이론을 필요로 한다 문언이 애매모호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해석 이론은.

필요하다 엘머 사건. ex)

그레이 판사의 반대의견 변호인 의견과 결론은 같다 의 해석방법 문리해석32 (= ) : ‘ ’

입법자의 의도나 사용 맥락에 특별한 정보가 없을 때는 법률문언에 대하여는 구체적- ,

으로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의미 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acontextual meaning) .

해석방법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른 수정이나 입법자의 의도가 명시하지 않은 수정이 언어의

일반적 의미에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

법과대학 학생들은 그것을 기계적 법학의 한 예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레이 판사의33 .

주장 속에 기계적인 것은 들어있지 않다 근거 할아버지 진의 존중 근거 이중처벌. 1- , 2- .

다수의견 의 설시한 얼 판사의 해석방법34 Plurality Opinion(cf Opinion of Court) :

입법자 의도설 원래 유언법을 제정했던 뉴욕 주의 입법자들이 살인자에게 유산을 상‘ ’ =

속케 할 의사를 가졌다고 추측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며 그 이유에서 그들이 제정했던 진,

짜 법은 그와 같은 결과까지 포함하지는 않았다.

얼판사의 주장의 뜻을 음미해보자 의미 은 아니다 의미 도 아니다35 . 1 . 2 .

결론 법률은 입법자들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거부했을 결과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

입법자 의도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 법률은 역사적 고립물로서의 텍36 :

스트로부터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일반원리 다른 분야에서 전제하는 정의의 원리 를, ( )

배경으로 하여 그 원리에 부합하도록 텍스트로부터 해석되어야 한다( ) .

두가지 이유 입법자들은 정의의 원리 존중 둘째 법률은 법체계 안에서 정합적이어야: . , .

그런데 법은 다른 분야에서 아무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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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존중하고 있어서 유언법은 유산을 얻기 위해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유산상속을 거부,

하는 쪽으로 읽혀야 한다고 얼 판사는 주장하였다.

얼 판사의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래서 엘머는 유산상속을 받지 못했다37 . 5:2 .

편 민물달팽이농어 사건편 민물달팽이농어 사건편 민물달팽이농어 사건편 민물달팽이농어 사건2222

년 미국 의회는 멸종위기생물종보호법을 제정 이 법은 내무장관의 판단에 의거하38 1973 .

여 그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였다.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의 댐 건설계획에 반대하던 자연보39 (Tennesse Valley Authority)

호론자들은 거의 완공된 댐이 특별히 아름답지 않으며 생물학적 관심이나 일반적인, TVA ,

생태학적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인치 정도 되는 민물달팽이농어라는 물고기의 유일한3

서식지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내무장관은 설득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생.

물종을 지정 공사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

공사측 주장 내무장관이 명령을 내릴 당시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의 완성과 운영을 막40 :

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근거 의회의 여러 입법 내무장관의 고시에도 불구 의회가 댐이 완공되기를 원했음을: -

보여주는 것.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엄청난 국고 손실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중지를 명할 권한이 내41

무장관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다.

버거 대법원장 문리해석 의회의 의사가 중요함을 인정 그러나 의회의 의사를 중요하: + .

게 보는 방식에 관한 얼 판사의 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가설적 검토 방식은 고려.

하지 않았다.

버거 판사는 문단 의 의미 을 선택 단어의 구체적인 사용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42 i) 35 1 :

는 의미가 명백하다면 입법부가 실제로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의도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단어에 대하여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

의미 을 선택하여 버거 판사의 방법을 적용시켜 나오는 논거1 :

내무장관 권한 발동 이후의 위원회 보고서와 예산 승인 조치들을 증거로 채택하기를ii)

거부하였다 거부한 이유. 1, 2.

소수의견 파월 대법관 정책이나 입법부의 정치적 판단을 교정하43 Dissenting Opinion( ) :

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의사였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거 판사와 파월판사가 견해 차이를 보인 대상이 아닌 것44 : 1, 2

견해차이인 것 법의 문제 즉 무엇이 법인가 의회가 특정 텍스트로서 제정한 법이 무엇: , :

인가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편 맥러플린 사건편 맥러플린 사건편 맥러플린 사건편 맥러플린 사건3333

엘머사건과 민물달팽이농어 사건 특정 법률 문언 해석 문제45 cf =

판례를 어떻게 원용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사건 맥러플린 사건:

미국 과실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기본적 법리(※

The Dillon RuleThe Dillon RuleThe Dillon RuleThe Dillon Rule

Plaintiff can recover for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when"

i) the plaintiff was near the sce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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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plaintiff actually saw the accident AND

iii) the plaintiff is closely related to the victim AND

iv) there was actual physical injury of the plaintiff

physical injury example : Hand tremors, headaches, chest pains

The Thing RuleThe Thing RuleThe Thing RuleThe Thing Rule - California courts

Plaintiff can recover for NIED when he :

i) ii) iii) + iv') experienced exceptional distress or physical injury as a result)

사고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가서 딸은 사망했음을 알았고 남편과 다른 자녀들은 중상을46

입은 것을 목격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인용여부:

판례1, 2

선례기속의 원칙47 principle of Stare Decisis

엄격한 선례기속의 원칙 잘못된 것도 따라야 한다: .①

완화된 선례기속의 원칙 너무 잘못된 것이어서 추정 깨야 되지 않는 한 따라야48 : .②

선례기속의 원칙은 논점 상 충분히 유사한 선례에만 적용 논쟁의 발단 일방은 특49 ‘ ’ :→

정 선례가 아주 잘 부합한다고 주장 다른 일방은 그 선례가 구별된다 고 주장, ‘ ’ .

심 판사 구별된다 선례에서는 정신적 충격이 사고 당시에 일어났는데 맥러플1 : because

린 사건은 정신적 충격이 다른 장소에서 시간 후 일어났다2 .

이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 예견 가능성이라는 상위 원칙 적용한 결론 맥러플린50 : : No→

항소법원 원심판결 유지51 : Affirmation(=Court's upholding of decision below)

논거는 달랐다 정신적 손해를 받을 것은 예견가능했다 정책이 선례와의 구별을 정당화: . .

그 정책이란 사고 이외 장소 손해까지 책임 확장은 사회 전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ex1, 2, 3, 4, 5.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파기 파기환송52 Reversal (cf Remand )

대법관들 사이의 견해차이 무엇이 정말로 법인가: .

소수의견 항소심 유지하자:

다수의견 항소심 법원의 정책 논거에 대한 비판 정책이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1, 2.

지만 이 경우는 정책 타당성이 없다.

미결로 남겨둔 것 어느 경우에 정책논거들이 배상 제한 이유로 원용될 수 있는지: .

별개의견 주문은 같으나 이유가 다름53 ( ):

도덕적 원리상 사고현장 충격 소식 듣고 충격A = B

정책논거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시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국 민법규정과 판례에 따른 해결(※

민법 제 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50 :「 」」」」

CaseCaseCaseCase 이 회사 택시 운전사 의 운전과실로 택시에 치여 즉사한 경우 의 사실상 배우자 과 그의 태아이 회사 택시 운전사 의 운전과실로 택시에 치여 즉사한 경우 의 사실상 배우자 과 그의 태아이 회사 택시 운전사 의 운전과실로 택시에 치여 즉사한 경우 의 사실상 배우자 과 그의 태아이 회사 택시 운전사 의 운전과실로 택시에 치여 즉사한 경우 의 사실상 배우자 과 그의 태아AAAA甲 乙 甲 丙 丁甲 乙 甲 丙 丁甲 乙 甲 丙 丁甲 乙 甲 丙 丁

이 있고 태아 정이 출산한 경우 과 은 택시회사와 운전사 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이 있고 태아 정이 출산한 경우 과 은 택시회사와 운전사 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이 있고 태아 정이 출산한 경우 과 은 택시회사와 운전사 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이 있고 태아 정이 출산한 경우 과 은 택시회사와 운전사 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A ?A ?A ?A ?丙 丁 乙丙 丁 乙丙 丁 乙丙 丁 乙

먼저 치어 죽은 사람 의 권리甲①

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 나 죽어서 돈 못벌어 와( )甲 정신상 손해정신상 손해정신상 손해정신상 손해 죽기 전에 아 아프다 시간적 간격설 가 있는( ~ : )

데 재산상 손해에서는 자기자신의 생계비와 부양가족의 생계비는 뺀다, .

이 둘 모두를,

운전사 에 대해서 민법 제 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i) 750 ,乙

운행이익을 가진 운행자인 회사 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 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청구할ii) A 3

수 있다 이 두 청구권은 태아에게 상속된다. .

사실혼 관계에 있던② 은 사고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은 사고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은 사고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은 사고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丙丙丙丙

재산상 손해 이 죽어서 나를 부양하지 못한다 에 대해서는i) (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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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조에 기해 에게 민법 제 조에 기해 사용자인 에게 청구권: 750 , 756 A乙

인적 손해가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법은 적용( X)

ii) 정신상 손해 이 죽어서 너무 슬퍼요( )甲 에 대해서도

: 민법 제 조에 기해 에게 민법 제 조에 기해 사용자인 에게 청구권750 , 756 A乙

만약 병이 법률혼을 한 배우자였다면 민법 제 조 위자료 규정에 의해 돈 받음( 752 )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는 상속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발생iii) X ( )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던③ 태아 도태아 도태아 도태아 도丁丁丁丁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i)

민법 제 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와 조에 기해 을에게 민법: 762 ( ) 750 ,

제 조에 기해 에게 자신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56 A .

ii) 정신적 손해를

: 민법 제 조에 기해 을에 대하여 제 조에 기해 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752 , 756 A .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민법 제 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판결이 확정iii) - 864

되면 민법 제 조 본문 인지의 소급효 에 따라 친자관계가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하고 친생자로서 갑을 단독상860 ( )

속하게 된다 따라서 항의 모든 권리를 은 상속하게 된다. .)丁①

편 브라운 사건편 브라운 사건편 브라운 사건편 브라운 사건4444

인종분리제도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플레시 사건54

브라운 사건 인종분리는 위헌55 :

이유 = ①②③

비판자 주장과 논거56 1, 2, 3, 4

이 모든 것들은 헌법의 도덕성이나 개정의 논거가 아니라 헌법의 적절한 근거에 관한 논,

거였다: because

절 의미론적 법이론들절 의미론적 법이론들절 의미론적 법이론들절 의미론적 법이론들6666

편 법명제와 법의 근거편 법명제와 법의 근거편 법명제와 법의 근거편 법명제와 법의 근거1 (ground of law)1 (ground of law)1 (ground of law)1 (ground of law)

법에 관한 명백한 사실설57 = 1, 2, 3.

저자가 예로 든 판례들은 명백한 사실설에 대한 반증.

반증에 대한 반박 가장이다 법이란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한 의미기준을: . because

충족해야 하기 때문.

그들의 설명 의미 부여 기준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나오는 언어의 사용규칙58 - .

그리고 법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한 기준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

기준을 식별하는 이론 의미론적 이론59 = .

편 법실증주의편 법실증주의편 법실증주의편 법실증주의2222

의미론적 이론들은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대체로 동일한 기준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60 .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 온 의미론적 이론 실증주의 진정한 견해 차이는 법제도의= →

역사에 관한 경험적 견해차이이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가 학설. Q) - 1, 2.

설 존 오스틴 주권자 명령설61 1 = :

이 견해 재검토 하트의 법의 개념62 - < >

법의 참된 근거는 그 공동체 전체가 특정인들과 집단들에게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

는 근본적인 최고의 규칙을 받아들이는데 있다 승인의 규칙’( ).

ex)

비판적 논점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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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다른의미론적 이론들편 다른의미론적 이론들편 다른의미론적 이론들편 다른의미론적 이론들3333

자연법학파 어떤 법명제가 법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덕적 기준을 따른다64 : .

가장 극단적인 이론 법과 정의는 동일i) :

덜 극단적인 자연법이론 법명제의 진과 도덕성은 관련을 갖는다 도덕적으로 우월한ii) : .

해석이 법에 관한 더 정확한 진술이다.

반례 엘머의 경우ex1)

타인소유물건 실화죄의 경우 과수원실화사건(ex2: ( )

실화에 관한 형법은 제 조이다170 .

제 항에서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실화를 처벌1 , , ,

그런데 형법 제 조 제 항에서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 조 일반건조물 또는 제 조 일반물건 에 기재한170 2 “ 166 ( ) 167 ( )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과 같다 고 규정 그런데 자기 소유라는 말이 조와” . , ‘ ’ 166

조를 모두 형용한다고 보면 형법 전체를 뒤져보아도 타인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실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흠167 ,

결되게 된다 이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과수원실화범을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 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 판례는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 조에 기재한 물건. 167※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것이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고 판단.)

법현실주의 학파 법명제는 도구이며 예언적 성격을 갖는다65 : .

반례ex) but ex)

편 실증주의의 옹호편 실증주의의 옹호편 실증주의의 옹호편 실증주의의 옹호4444

실증주의가 옳다면 민물달팽이농어 판결과 브라운 판결에서 적절하게 법이라는 말66 If , ‘ ’

을 사용하는 법률가들이라면 찾아낼 법이 없다는 데에 동의했을 것이고 이론적 견해차이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주장의 가장된 형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가장해야 할까 일반인들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Q) ? A) .

비판 설득력이 없다 왜 가장이 필요하고 과연 성공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67 - . , .

법실무와 맞지 않는다68 .

보다 세련되게 실증주의를 지지하는 입장 법이라는 언어의 표준적 내지 핵심적인 사69 :

용 과 경계선상에 잇거나 주변선상에 있는 사용 을 구별해야 한다(A) (B) .

현재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있지만 그 견해차이는 버킹엄 궁이 집이냐70

아니냐에 관한 견해차이처럼 단순히 말의 문제다.

이 새 이론은 가장론처럼 법실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례71 . ex)

가장론 판사를 거짓말쟁이로 경계선식 옹호론 바보로- / -

경계선상 사례와 기본적 사례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72 .

사진이 표준적 사례에 속하냐 사진이 본질적으로 미술이냐ex) Q1) , Q2) ?≠

우리의 표본사례들을 논했던 많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한계적인 또는 경계73

선상에 있는 주장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법률과 선례에 대한 그들의 견해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었다 우리의 표본적인 예들은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

리들을 검토하는 핵심사례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절 의미론적 이론을 옹호하는 진짜 논거절 의미론적 이론을 옹호하는 진짜 논거절 의미론적 이론을 옹호하는 진짜 논거절 의미론적 이론을 옹호하는 진짜 논거7777

핵심사례 뿐이라면 모든 법률가가 동일한 사실적 기준 사용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74 .

법률가들의 논의는 자기들이 사용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의미론적.

이론들의 구상은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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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자들은 왜 법적 논의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그토록 확신Q) ?

두 법률가가 법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서로 다른 규칙들을 사용한다면 각75 ‘ ’ ,

법률가는 현행법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다른 법률가와는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두 판사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에 은행과 둑을 생각하면서 논bank

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법상 지극히 무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이상한 결론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의미론적 이론은 가장론이나 경76

계선상론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법률가들이 법의 근거에 관한 사실적인 기준들을 공유하. “

지 않는다면 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성찰이나 논쟁은 불가능하다 는 논거를 붙들, ”

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거를 깨부셔야 한다 장에서 살펴보겠다.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