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법, 자비에르 트레비노, 2018.03.15
행정학도나 경제학도에게 법사회학은 제법 어려운 학문인데 지금의 대통령 제도 기원보다 더욱 거슬러 올라가 영국의 국왕-추밀원 제도나 불란서의 총통 제도를 사회학의 시발점이자 중간 출발점으로, 더욱 거슬러 올라가 희랍-로마 사상에 이르러서는 법학, 철학, 정치학, 논리학을 법학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인문학적 이해-접근 때문이다.
근래는 대학의 분과들이 경제적 이유로 과학적 실증주의 의존도를 높이면서 개념 법학적 사고와 규범 법학적 판단, 곧 형이상학에 근간을 둔 법사회학 연구자들도 그러한 서구화 경향에 편승하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 법사회학의 학문적 고유성을 지키려는 연구자들과 정치적 해석에서 진보-보수의 갈등을 빚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 진보를 표방하는 연구자들은 근대주의를 과학주의와 인문주의가 혼합된 중의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특징조차 발견된다.
법사회학(Sociology & Law) 관련 연구자들 역시, 과학의 시대가 오면서 사회 문제나 현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설명대신 객관주의를 취하면서 자아와 타사회/타객체를 구별해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가령 어떤 사회라는 다면 입방체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같은 물체가 이동한 궤적과 유체 속의 질량-속도는 무엇인가,처럼 과학적 이해-접근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학주의 사조가 반드시 불란서 혁명 후, 수학자 '푸리에'의 공상적 사회주의나 ‘길드’ 조합주의, 또는 ‘생시몽주의’처럼 구라파를 대표하는 불란서적인 특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민 혁명을 고정 관념화 한 불란서적 세계관과 법사회학을 결부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인문학 연구자들이 이태리 '카라바조'의 입체 명암과 인간 중심 작품을 중세 근대주의 출발점이라고 해석한 연구, 열강들의 식민지 확장과 별개로 지도 제작자들이 완성한, 인신론적이며 계몽적인 세계 지도, 또는 시계(town bell)라는 '오브제' 등장과 함께 집단 경영-노동이 일반화 한 중세의 사회적 변화를 근대주의의 기원이라고 해석하는 연구, 한국으로 유비하자면 왜란 후, 사회 질서가 붕괴하고 '껍데기'만 남은 조선' 중기 후, 한글 사용과 양명학이 확산한 현상이나 식민지 대한 제국에서 근대주의가 한쪽에서는 이성이나 과학을 대표하고 또다른 쪽에서는 친일 사상이라고 정의한 연구들과 법사회학을 결부시키면 '에드워드 사이드'의 중동 연구나 '포스트 모던 '삼총사'의 미국 사상 연구들처럼 보편적 이성과 세계적 변화(globalization) 사이, 정치-경제적 관계에 피상적이지만 ‘더 많은 구체적 자료-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견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대주의-과학주의(합리주의)-실용주의-또는-시행착오법(heuristics)'라는 '함수 상자'는 때때로 어떤 답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암흑 상자'라는 것조차 명심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십 수 년 간, 중동에서의 전쟁과 혁명 확산처럼 국제 정치 상의 격변들 앞에서 연구자들이 ‘전쟁과 혁명이 합리적이거나 실수였다’고 경박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 연구자들에게 친숙한 해외 법사회학 연구자들이라면 '셀즈닉', '켈젠', '롤스', '페트라츠키', 때로는 '부르디외'처럼 '사회 형성(gestaltung) 이론' 연구자들도 포함하고 동양 철학에서는 자사 시대, 한비자 후로 유가-법가 연구자들인데 개념 법학에 가까운 보수적인 한국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법사회학 연구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본서의 묘미라면 역시 한국에는 낯선 '제정 러시아' 학자들의 연구들이 세 편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정 러시아 말기', 한국으로 치면 광복 후, 북한의 남침이 벌어지기 직전 시기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레닌-스탈린'의 '볼세비키' 운동이 정치 선동에 성공하고서 '멘세비키-케렌스키' 정부가 해외로 망명하기까지 몇 년 동안의 평화 기간 동안, 순수 법학자 '켈젠'도 법 일반 이론과 특수 이론을 구분해서, 부언하자면 행정법과 의회법을 구분하는 연구를 통해서, 분단된 '오스트리아' 정체(polity)의 정상화를 추구했듯이 '그루비치'나 '밀라노브스키'처럼 동구권 법학자들은 정치 체계와 정당 체계의 균형을 강조하는 법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당시 '제정 러시아'만 보더라도 비록 '로마 가톨릭' 전례나 예절/풍습과 일정 거리가 있지만 서구만큼 대도시들이 발전했고 안정적인 사회 계층이 존재했지만 동쪽으로는 '폴란드'를 침공/분점하고 서쪽으로는 청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으며 점점 거대해진 영토(domain)를 통해서 민족 분규나 경제적 갈등, 다발적 혁명 운동이 지속적으로 통치 체제(dominion)를 위협하고 있었으므로 영국식 균형:중용,과 로마식 정의: 옮음,을 중시하는 법률가들이 극단주의에 의존한 혁명보다 '러시아' 교회 전례를 보존하는 체제 개혁을 보다 중시했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켈젠'의 순수 법학 연구가 '전쟁에 능한 '로마' 전통: 제 3 제국,으로부터의 사회 혼란과 갈등을 '그리스' 철학의 명료함으로 수습-정리하려고 했다면 '그루비치'의 연구는 동구권에 내생적인 '그리스' 철학보다 후발 산업국 독일의 '베버리안' 세계관을 '러시아' 법학에 수용하려는 의도가 앞섰으며 미국 '파슨스'의 체제 이론보다 수 십 년 전, 그에 필적하는 정교한 '러시아' 체제 이론을 연구/개발했다는 사실에서 시대를 앞서갔지만 잊혀진 '연주자'의 고전 '마드리갈' 작품처럼 독해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풍습은 속지주의를, 예의는 속인주의를, 법률은 국제법과 속지/속인주의를 취하는, 복잡다단한 '유럽'식 법률 연구에 익숙한 학자들은 동구권이지만 '제정 러시아'의 '그루비치' 연구들이 논리-실증주의와 과학주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루비치'의 연구가 지금에도 값진 것은 법철학이라는 형이상학 정점에 하느님을 위치시키고 '콩트'가 불란서 혁명에서 반대했던 군중의 문명 파괴 행위들 너머, 더욱 넓은 범위의 사회학을 온전히 법학의 범위로 끌어안으려 했기 때문에 열렬한 노력 끝에도 '니체'처럼 자기 파괴(dementia)나 궤변(paradox), 미망(numentia, 미신)에 빠졌을 것이라고 연구로부터 백 년이 지난 후, 독자들이 착각하지 않는 것에 있다.
'볼세비키' 혁명 후, 불란서로 망명한 '그루비치'('일리아 프리고진', cf.)와 반대로, 서구보다 정화되고(purified) 온화하며(humane) 중간하는 정도(midiocre)에 만족을 추구한, 식민지와 산업 혁명을 빼고는 영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회를 유지했지만 단시간에 국제주의(Internationalisme)를 기반으로 정당 국가(party first, state last) 체제로 변신한 소련에 협력해(미국에서는 대공황 발생)서 '맑시즘 법학'을 제시하며 현물 거래(boot transaction)와 국제 통화 체제(Dollar & equivalent) 법률을 완성했으나 '스탈린'에게 숙청 당한 법률가 '파슈카니스'의 연구들은 미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개혁 '도그마'로 재현되기도 했는데('고르바초프', '하버마스' cf.) '그루비치'에 비하면 오히려 독일적이며 박제화 된, '헝가리-오스트리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고전이지만 두 연구자들의 연구들이 현재 '유럽 연합'의 확대와 동구권 국가들의 이탈, 체제 개혁 역기능, 중동 전쟁 개입과 반미주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정치적 난관에 빠진 현재 '러시아'의 체제 연구들이고 '러시아' 지리-민속학에 가까운 연구가 한국에서 제대로 평가받거나 환영받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망명 법학자 '켈젠'이 전후 복권된 것처럼 '볼세비키' 혁명 후, 불란서로 망명했으나 복권된 '그루비치'의 제도주의 연구, 한국에서 예를 찾아보면 검찰은 기소권을 주도하고 경찰은 영장 청구권을 주도하며 감사원/국세청은 조사권(수사권)을 주도하는 다자 균형 관계를 제도적으로 설명하는,는 '칸티즘'으로도 해석/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커서 무분별한 해외 사법 정책 도입의 역기능에 반대하는, 미소 냉전 이후의 시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아도르노'의 '재주술화'처럼 '옮음' 앞에서 '신비와 이성의 조화'라는 좋은 교훈을 제공한다.
'유럽사'에 익숙한 연구자들이라면 독일에서 태동한 '엘리히'의 법사회학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한국에서도 '그리스', '로마', 중세, 역사, 규범, 실증, 분석, 탈근대까지 법사회학과 결부하여서 법사상적 지평을 순서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풍토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엘리히'가 활동했던 독일, 불란서와는 달리, '최후의 심판', ‘공선사후’, '선인낙과, 악인고과'에 기대어 역사, 규범, 실증이라는 ‘기둥들’이 국가를 지탱할 당시, '엘리히'는 법에 생명력(Elan Vital)을 불어넣어 ‘규범이 살아있는 법’이라는 ‘아포리즘’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전문가(Practitioner)적 독일 법사회학 원형을 제공하고자 했는지 설명하는 연구는 사회학이 불란서와 밀접한 학문이기 때문에 일차대전 당시 독일을 후행적이며 사회학적으로나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가인 김병로 cf.)
'홈즈'가 일견 모험적인 법률 이론가라면 '로스코 파운드'의 법사회학은 영미 계통 특징인 '공평무사가 곧 중용'이므로 '법학은 분석, 곧 이해될 때까지 나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른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법학 ‘아포리즘’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 한 연구들에는 '뒤르케임'의 정법(penal law) 연구, '페트라츠키'의 동료인 '티마쉐프'의 만민법(common law) 바탕에서 사실에 다가가는 법 도구 연구, 불란서 범죄학의 태동 연구, 대공황 이후 '발전한 기업 범죄들에 대한 연구, '켈젠'의 순수 법학에 대한 개설 연구는 비단 법학도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자들에게도 좋은 연구 귀감이 된다.
또한, 여기서는 비록 서평이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하여서 본서가 제공한 법사회학 ‘아포리즘’들과 정치-경제적 함의들을 분석하는 연구 계획의 수립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는 졸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