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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 좋은 친구인 브레이스웨이트와 페팃이 사회 이론을 놓고 논쟁하다가 싸워서 브레이스웨

이트가 맥주가 반 쯤 든 맥주병으로 페팃을 때렸다. 페팃은, 브레이스웨이트를 범죄자의 지

위에 놓고 경찰을 부르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으나, 그와는 달리 “끔찍한 주정꾼” 등

으로 브레이스웨이트를 취급하면서 그 사건을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례적인 개인적 문제로부터 야기된 일탈로 해석할 수도 있다. 페팃이 브레이스웨이트의 폭

행을, 무언가를 말하려는 비도덕적이고 조잡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범죄를 고통이 가득한 

형태로 똑같이 조잡한 대응을 할 출발점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할 수도 있다. 

또다른 예로 공장 검사인이 산업재해를 조사하여, 공장이 재해를 막는 사전 예방조치를 취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2) 공장주를 기소할 수도 있지만, 그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처벌의 반응을 삼감으로써, 최선으로 다루

어질 수 있다. 

응보주의의 부활. 

1970년대 응보주의는 범죄학에서 사어와 같은 상태였다. 그 시기, 공리주의의 후예가 형사

사법 정책 제정을 지배영역하였고, 그 이론을 우리는 “예방주의”로 부른다. 

(3) 같은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실증 범죄학은 그 공리주의의 교설의 실패를 입증하는 엄

청난 증거를 축적했다. 범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재범률을 낮춘다는 어떠한 부합하는 

증거도 없이 시도되었다. 억지 효과에 관한 연구 역시, 더 많은 경찰, 감옥, 더 고정적이고 

엄한 처벌이 범죄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했다. (e.g. Blumstein) 

관련 문헌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한 결론은 놀란이 없다. 

  무력화(incapacitation)에 관한 증거는 그리 명백하지 않다. 감금하거나 처형하면 은행강

도가 강도짓을 못하게 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폭행범이나 강간범이 그러한 유형의 범

죄를 못저지르게 하는 데에는 감금에 기댈 수 없다. 거기다가 우리는 감금을 통해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만큼 충분한 수의 범죄자를 결코 잡을 수가 없으며, 또는 범죄율에 진정한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한 수의 범죄자들을 가두는 비용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서조차 그 재정적 능력을 벗어나는 일임을 증거는 보여준다. (Conrad and Dinitz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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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ine et al, 1979) 더군다나 투옥이 실제로 몇몇 방식으로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재소자는 “범죄학교”에서 새로운 불법적인 기술을 배우고, 범죄단체는 동료가 감옥에 있는 

동안의 구멍을 메울 새 구성원을 채울 수 있게 된다. 

 (4) 공리주의와 예방주의의 약속 이행 실패만이 응보주의로 향하게 한 원인은 아니었다. 

예방주의 형사사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부정의의 증거가 쌓여가고 있기도 하였다. 사회복

귀와 무력화의 근거로 선고된 부정기형은 범죄자가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작은 범죄

라도 극단적으로 긴 기간 동안 갇히게 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른 이들은 사회복귀 적합성

을 꾸며내는 연기 기술 덕택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짧은 기간만 징역을 살았다. 이 

격차는, 어떤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심리학자가 그들의 사회복귀 작업을 충분히 길게 

하기만 하면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심각한 범죄로 나선형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진짜로 그렇게 믿고 또 오도된 공리주의적 신념의 산물인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회복귀와 무력화가 전복적이거나 고립되었다고 여겨진 경범죄자

(minor offender) 일부를 무한정 가둬놓는 핑계로 사용되는 일도 또한 일어나곤 하였다. 

(Wald 1980) 

  이것들은 응보주의자들이 공리주의와 예방주의를 거부할 정말로 좋은 이유들이었다. 더군

다나 신응보주의자들은, 예방주의를 범죄자(offender)의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올

바르게 비판하였다. 예방주의는 범죄자들을 그 행위가 법을 어기려는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결정된 존재로 다루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응보주의자들은 범죄자의 

행위의 해로움과 비난가치에 비례하여 생기는 응분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대체로 신응보주의자들은 1970년대 동안 처벌 논쟁에서 지배영역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응보주의자들은 옳은 이유에 의해 움직였지만 잘못

된 방향을 취했다. 특히 그들은 공리주의 및 예방주의 전통의 적극적인 보살핌(caring)의 전

통에서 지나치게 선명하게 떨어져나갔다. 토니 보톰(Tony Bootms) (1980:21) 은, 사회복

귀주의적 윤리와 자유주의적 개혁주의는 강제적 보살핌의 윤리였지만 적어도 그것은 보살핌

이기는 하였다. 

왜 논쟁이 문제가 되는가. 

1960년대와 1970년대 주류 범죄학은 징벌적 범죄 통제와 침해적 경찰 권력의 정당성을 무

너뜨리기 시작했다. 즉, 투옥은 신뢰받지 못하는 제도가 되게 되었고 경찰은 필요하지만 그

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집중시킨다고 하여도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점이 입증

되지 않은 것이다. 

  범죄학은 어떤 중대한 측면에서 여전히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

년대의 시절이 지나간 뒤에 이 건강한 회의주의에 기여하는 일을 계속하는 대신, (6) 많은 

뛰어난 최고의 범죄학자들이 지금은 범죄에 대한 우선적인(pre-eminent) 반응으로서 처벌

을 유지하는데 다른 정당화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응보주의는 그들에게 잘 들어맞았다. 

“응분”이라는 단어 뒤에는 칸트적인 정언명령의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되었다. 

  우리가 옹호하는 이론으로부터는, 처벌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회가 좋다는 결론이 따

라나온다. 즉, 사람들이 처벌을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필요악으로 볼 때 좋다. 이

것은 마치 전쟁에서 타인을 죽는 것의 옳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의기양양해 할 때보다 불

편해할 때 시민들에게 건강한 것처럼, 범죄자 처벌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윌킨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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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1984: 786) ‘만일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최전선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frontier - 최전선이라 읽을 수도 있고, 변방이라 읽을 수도 있는 바, 이

는 구성원들이 확고하게 공유하고 있는 신념을 가진 이나 주류인들의 보호가 아닌 주체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가 이 말로 의미하는 바는, 만일 우리가 자유를 존중하려고 한

다면 우리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가장 적어 보이는 이들의 자유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포에 질린 젊은이들 수천명을 그들이 폭행당하고 강간당하고 학대받으며 인간 존

엄을 박탈당하고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부인당하는 기관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사회는 자유에 대하여 의문스러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로운 응분에 대한 자유주의적 판본은, 실제 현실 정치에서는, ‘터프하게 되는’

전략으로 환원된다. (Cullen and Gilbert 1982; Cohen 1985) 

 응보의 장에서 형사사법의 게임을 하게 되면, 당신은 보수주의적인 법과 질서 정치가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7) 좌파 응보주의자들 중 몇몇은 현재 그들이 

아마 보수주의자의 홈그라운드에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협조해왔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한

다. 이득과 부담의 균형을 잡는 것 같은 복합적인 관념은 법과 질서 정치가들에 의해 재빨

리 내던져진다. 그들은 언론이 뉴스로 내보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복수에 호소하는 것임을

안다. 형사사법 이론에서의 신응보주의의 장기적인 영향은 공동체를 처벌에 더 편안하게 느

끼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미 과밀수용된 감옥을 더 넘쳐나게 만들고 더 잔인하게 만드는 것

이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응보주의가 이론으로서 틀렸다거나 부적합하다고 증명해주지 않는

다. 우리가 이 절에서 원했던 바는, 그 논쟁이 문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뿐이었다. 

2장 포괄적 이론을 위하여 

포괄적 이론이란 아래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이론이다. (12-15)

형사사법의 주요 쟁점들

1. 그 체계에 의해 범죄로 되어야 하는 종류의 행위는 무엇인가?

2. 어떤 유형의 처벌이 허용되고 금지되는가? 상한/하한 형량이 있어야 하는가? 선례는 양

형에서 얼마나 구속적이어야 하는가?

3. 자원들은 그 체계에 얼마나 배분되어야 하는가, 또는 그 체계 내부의 상이한 체계뜰 사

이에서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단일한 부분 하위 체계 내에서는 (예를 들어 경

찰)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형사사법 체계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얻어내야 하는가? 경찰은 수감자들의 삶을 더 편

안하게 하는데 쓰이고 있는 돈 중 일부를 가져가야 하는가? 경찰은 순찰차나 훈련 중 어느 

것에 더 돈을 많이 쓸지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4. 어떤 종류의 감시가 감수되어야 하며 감시의 강도는 어느 정도나 감수되어야 하는가?

5. 공판전 절차 결정은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 기소와 유죄인정부협상에 관한 결정,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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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거나 부분적인 면제, 보석이나 미결구금에 관한 결정들은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 

8. 유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판단 절차는 무엇인가? 

9. 재량 한계 범위 내에서, 어떤 형량을 유죄로 판단되는 범죄인에게 선고해야 하는가?

10. 감옥, 보호관찰, 그리고 가석방 기관들에 의해서 형은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가? 

(감옥은 사회복귀를 극대화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억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불쾌하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냥 안전하고 적정 수준이면 되는가? 만일 그들이 감

옥에서 사회복귀된다면 빨리 석방될 수 있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처벌 이론은 이들 중 일부만을 답할 뿐이다. 이 책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확

정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들이 포괄적 이론 틀 내에서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며, 그것을 답하려면 어떻게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 

포괄성을 정의하기 

(15) 형사사법의 포괄적 이론은 정책의 질문에 대하여 완결된 대답의 집합을 산출할 수 있

어야 한다. ① 포괄적 이론은 그것이 위에서 열거된 열가지 핵심 질문에 적어도 답을 제공

할 수 있는 한 완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각 질문에 동일한 기준(yardstick)을 적

용하는 일원화된(unitary) 이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완결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여러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상이한 질문에 답함에 있어 다르게 비중이 주어질 수 있다. ② 포괄

적 이론은 그 제시된 답들이 서로 일관된 한에서 정합적이다. 한 답에서 제시된 처방들은 

다른 답에서 제시된 처방을 효력이 없게(negate) 만들어서는 안된다. 

  (16) ③ 만일 우리가 체계를 이론화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론화해야 하

지, 제기된 질문 각각을 별도로 다루는 방식으로 이론화해서는 안된다. 이론은, 일련의 답 

집합이 다른 답 집합보다 낫다는 것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고안되는 정도만큼 체계적이다. 

그것은 필요물(desiderata)에 의해 인도되며, 보편적인 우월성을 답이 갖도록 할 확률을 증

가시키는 심사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포괄적 이론은, 답을 내는 체계적인 전략 하에서 핵심 질문에 완결되고 정합적

인 답의 집합들이 제공될 때 획득된다 할 수 있다.

Q) 왜 포괄성인가?

Q) 왜 우리는 일련의 완결된 답 집합을 동시에 산출하는 이론을 추구해야 하는가?

(17) 그 이유는 일반적인 방법론적인 주의(methodological observation)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일정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체계들이 어떤 바랬던 특성들을 분명하게 하거나 어떤 

바랬던 결과들을 산출하는 정도에 관심이 있다면, 체계들 사이의 연결관계 자체가, 다른 체

계의 효과를 무효화하면서 한 체계에 집중하는 것은 나쁜 발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

한 집중은 이중적인 위험을 노정한다. (double risk) i) 비효율성의 위험과 ii) 역효과의 위

험(counterproductivity-요약자: 즉 한 하위체계의 효과가 다른 하위 체계의 효과를 상쇄시

키거나 더 나아가 더 나쁜 효과를 산출하는 것.)

  어떤 사회에서도 형사사법 체계가 상이한 종류의 정책 쟁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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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한, 우리는 고도로 상호 연결된 하부 체계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은 전통적으

로, 법제정, 정책시행, 기소, 선고, 보호관찰, 투옥 등등과 같은 하위 체계로 나뉘어진다. 그

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의회가 범죄화하는 것은, 다른 하위 체계의 행위자들

에 관한 입법자의 기대에 의해 영향받는다. 예를 들어, 경찰이 제정된 법을 위반하는 이들

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검사는 그들을 기소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말이다. 

경찰의 수사는, (18) 검사가 기소할 것이며 배심원단이 유죄를 판단하며 판사가 선고할 것

이라고 경찰이 생각하는 바의 함수이다. 가석방 위원회가 숙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편차는, 

최초 판사가 선고한 양형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 영향받으며 영향

받아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가 고도로 연관된 하위 체계를 포함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방법론적 주의가 형사사법의 사안에 관한 정책 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한 정책 결정(policy making)은 실현되는 일정한 특성이나 결과를 보려는 욕구에 

의해 인도된다. 그 유관한 정책이 공리주의적인 것이건, 응보주의적인 것이건 또는 다른 무

엇이건 간에 말이다. 만일 정책 결정이 어떤 하나의 고립된 하위 체계에 대한 집중을 통해 

추구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배타적으로 양형에만 초점을 맞춰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것

은 언급한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된다. 

  요점은 형사사법에 관한 우리의 규범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포괄적 이론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에 관한 포괄적 이론화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두 가지 요건을 설정하는 논평을 

필요로 한다. 우선, 그 헌신은 특정한 하위 체계에 대한 상세한 정책 중심적 연구와 양립가

능하다. 우리의 헌신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연구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그것이 요구하는 바는, 그러한 연구가 수사가 부과되는 하위 체계가 속하는 더 넓은 체

계에 대한 최소한의 민감성을 가지고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19) 그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여하한 규범적 주장도, 다른 하위 체계의 연구로부터 나오는 뒷받침을 재

강화하는 활용가능성에 조건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우리가 그 헌신에 관하여 하고 싶은 두 번째 논평은 그것의 중요성과 관련된다. 형사사법 

체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체계들 전체에 대한 연구로서의 중요

성 말이다. 다른 체계란 민법, 비형사적 체계의 공법, 그리고 비법적인 공동체 규범 체계와 

같은 것으로 구성되는 체계를 말한다. 형사사법 체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고하려는 우리

의 헌신은, 그것의 하위 체계가 특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기초하고 있

다. 그러나 그 형사사법의 전체 체계 역시 형사사법 체계 내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

른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 내에서의 포괄적인 이론화를 하려는 바로 그 

동기는 또한, 그 체계만 떼어내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등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동기를 제공한다. 우리는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가 산출하려는 어떤 결과가 다른 곳에

서 더 잘 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

는 계속하여, 여기서 옹호된 형사사법의 수단들이 다른 법 생활과 사회 생활에 반생산적인 

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주의해서 주시해야 한다. 

(20)

재량의 치약을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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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체계의 재량은, 동등한 범죄자들의 불평등한 대우를 가능케 한다. 동등한 범죄자

들이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의미한다. 신응보주의자들의 주장 중 하나는, 판사와 

가석방 위원회의 재량에 대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의 하나 또는 둘의 하위 체계의 재량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단순히 다

른 하위 체계에 그 재량을 옮기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진정한 질문이 있다. 

  예를 들어, 판사들의 재량을 좁히는 확정적인 양형 개혁은 검사의 재량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기소를 둘러싼 협상이 비확정적 체계에서보다는 확정적 체계에서 궁극적으로 더 큰 

영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불확정적 양형 체계 하에서는, 각각의 양형 선고, 예를 들어 “계획

된 살인” 대 “고의적 살인”에 상응하는 양형 선고는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확정적 양

형 체계에서는 검사가 계획 살인(premediated killing)으로 기소하면 10년의 선고를 받게 

할 수도 있고, 검사가 유죄인부 협상을 받아들여 단순 고의 살인(intentional killing)으로 기

소하면 5년의 선고를 받게 할 수 있다. (Zimring 1976 ) 

  캘리포니아의 확정적 양형 개혁에 대한 Rand 연구는, 판사와 송무 변호사들이 인터뷰에

서, 검사의 권력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동의하였음을 보여준다. (Lipson and Peterson 

1980) (21) 

  판사의 재량보다는 검사의 재량을 더 크게 우려할 좋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검사들보다 공적으로 더 책임성이 있게 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Zimring

이 지적하듯이, 검사에게 더 많은 재량의 수단을 주는 것은, 그 문제가 악화되는 바로 체계

의 그 지점에서 재량적인 불평등한 대우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Zimring 1976: 13) 

  Cullen and Gilbert (1982"168-70)은, 가석방 위원회를 제거하는 확정적 양형 개혁의 의

도하지 않은 결과 중 하나는, 상이한 제도들이 모범수 감형(remission)을 취소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균등하게 없앨 아무런 방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that there is no longer any way to even out disparities in the way different 

institutions revoke remission for good behaviour) 더 징벌적인 행정 스타일을 가진 제

도들은, 모범수 감형(remissions)을 상쇄해서 없어버릴 가능성이 다른 제도보다 네 배나 높

다. 그러한 제도들이 아니었다면 모범수 감형( remission)은 양형을 자동적으로 come off 

했을 것이다. 즉, 예전에는 그들의 재량은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을 다음 가석방 기회 시점

까지 늘리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완전히 확정된 형량을 다 사느

냐 지금 나가느냐의 문제로 압축되게 만든다. 

 판사로부터 교도 행정가로 재량을 옮기는 극단적인 형태는, 과밀수용된 감옥에 있는 범죄

자들을 조기에 대량 석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리노이 주는, 확정적인 양형 정책을 ‘거

칠게’ 몰아붙여 도입한 주 중 하나다. 일리노이 주는 1974년에는 성인 수감 인원이 6,000

명이었는데, 1978년 즉 확정적 양형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10,5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88년에는 2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과밀수용된 감옥은 수감자들에 대한 위헌적인 대우

의 핵심 원인이 된다. 그 폭발을 연기하려는 노력에서, 일리노이주는 1980년과 1983년 사

이에 21,000명의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량의 자리 옮김의 사례는, 기업 규제의 영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기업 규제 기관에 

대한 오래된 비판 중의 하나는 규제 기관이 그들이 규제하는 산업에 포획되어, 규제기관이 

범법 행위를 발견하여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옹호된 해결책이 적발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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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적 기소였다. 그 중 한 예가 미국 광산안전보건법에 의한 민사제재벌

금은 적어도 의무적으로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 하나는, 의무적 기소

에 따르는 서류 작업의 부담으로 지친 조사관(inspectors)들이 그들이 적발하는 것이 무엇

이고 무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많은 재량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Braithwaite 1985) 

  비재량적인 규제 집행 정책은 자멸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소 절차에서만 

해결책을 찾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송 게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23) 이로써 매일매일

의 규제에서 규제기관은 협상력을 잃게 된다. 부유한 기업 및 그 경영자에 대한 집행은 원

래 보통의 범죄에 대한 집행보다 더 어렵다. 기업 피고인들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할 능

력이 있으며, 그 변호사들은 법의 구멍들을 남용한다. (Mann 1985) 그 결과 기소를 의무화

한 법과 정책은 그러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실패를 강제하게 된다. 협상 게임으로서 

규제에서, 규제기관은 소송의 전망을 기업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돈을 

쓰도록 촉구하는 합의를 확보하는 몇 가지 협상 대가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규제 기관이 이러한 협상게임에서 기준의 준수를, 법의 의무적 시행에서보다 훨씬 더 잘 달

성할 수 있다는 것은 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 규제에서 말이다. (예를 들어 

Winter 1985; Hawkins 1984; Braithwaite 1985를 보라) 그러므로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규제기관의 재량을 제한시킴으로써 더 힘 있는 억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은 역설적으

로, 더 약한 규제를 산출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고도로 상호연결된 체계에서, 재량이 그 체계에서 상이한 지점에서 행사되는 

경우에, 한 지점에서 행사되는 재량의 방식을 바꾸려는 정책은 과거의 균형을 재확보하려는 

다른 곳에서의 재량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적인 압박(예를 들어 과밀

수용)을 다루려고 행사되는 재량이 그냥 무시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이다. 

 (24) 

3장 결과주의 이론을 향하여 

  형사사법 이론이 채택해야 하는 기준의 성격에 관해서 이 장은 다룬다. 이론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종류는 서로 매우 다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과주의적 또는 목적론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론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 기준이 이상적으로, 결과주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겠으며, 그 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26) 형사사법에 대한 결과주의적인 기준은 형사사법 체계의 과녁을 규정한다. 의무론적 

기준은 제약을 규정한다. 이 장에서 우리의 계획은 첫째로, 제약과 과녁 사이의 구분을 도

입하고, 그리고 난 후에, 제약, 권리, 응분 사이의 어떤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

음으로, 형사사법의 두 종류의 이론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과주의적인 이론을 

선호하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약과 과녁

제약과 과녁

하나의 예비적인 논점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그것은, 형사사법의 기준을 제안하는 어떠한 

이론도, 구체적인 개인을 포함하거나 본질적으로 설정하지 아니하는 가치있는 속성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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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기 또는 저기서 또는 이 개인 또는 저 개인에게서 실현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근거로 든다. 예를 들어, 이런 저런 범죄자가 정의롭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처방하는 이론이 있다고 하여 보자. 그 이론은 구체적인 판단에만 제한될 수 있는

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일관성을 따라, 그 이론은 포함된 정체성-이것은 아마도 관련이 있

는 것이 아닐 것이다-으로부터 추상화되어 그러한 방식으로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이 갖는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부르며 맞이해야(hail as) 한다. (27) 이런 종류의 보편적 가치를 모든 

규범이론이 논급한다는 점은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가정이다. 제약 이론과 과녁 이론의 

차이, 즉 의무론적 이론과 결과주의적 이론 사이의 차이는, 이 논의에서, 이 두 종류의 이론

이 보편적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로 드러난다. 즉, 제약으로 등장하느냐 과녁

으로 등장하느냐. 제약과 과녁은, 여기에서 이해된 바에 따르면 보편적인 가치이다.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게 되는.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가치, 하나의 동일한 가치 있는 속성

이, 한 이론에서는 과녁으로 될 수 있고, 다른 이론에서는 제약이 될 수 있다. 

  제약과 과녁에 대한 구분을 도입하는 최상의 방법은 예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나 

정의, 평화와 행복과 같은 가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녁으로서도 제약으로서도 규

정하는데 사용할 수 이다. 위험과 불확실성의 순간으로부터 추상화하여, 그 가치는 만일 행

위자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증진시키기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과녁을 규정하는 것이다. 만

일 행위자가 그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예화하는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지시받는다

면 그것은 제약을 규정하는 것이다. (exemplifies that value in a distinctive way) 

  둘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종류의 정보에서 나타난다. 

(***)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이한 선택지들이 문제되는 가치를 얼마나 예화하는지

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즉, 이런 저런 선택지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

을 지키는 것인지에 관한 정보 말이다. (28) 과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풍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즉, 단순히 상이한 선택지가 예화할 가치있는 속성에 관한 정보 뿐

만 아니라, 상이한 선택지의 결과로 실현되는 속성에 관한 정보 말이다. 이 차이를 간단하

게 표현하자면, 제약은 당신의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데 필수

적인 정보만을 요구한다. 과녁은 해당 가치를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세계를 어떻게 하면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

  제약과 과녁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추상하였다. 과녁으로서 가치를 드

는 결과주의자들은, 각 선택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대 결과과 확률을 고려하게 된다. (Pettit and Brennan 1986: 438) 제약으로서 가치를 

드는 이들, 즉 의무론자들은 불확실성에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아

마도, 주어진 선택지가 가치있는 종류의 성격을 보여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은 흔히 쉽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그것이 진실한지, 충실한지, 충성을 보이는지 등등 말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이러한 무시는 거의 의무론적 사고의 독특한 특징(hallmark)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로, 의무론은 그 예화가 상당한 위험이나 불확실성의 문제인 속성들에 관하여는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잘 여겨진다.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익숙한 의무론적 이론은 위

험과 불확실성이 무관하다고 상정하며, 추가적인 요건 부가 없이, 가치 있는 속성의 선택지

의 지지를 요구한다. 

  불확실성과 위험에 관한 이 논점은 이후의 논의에서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정

의로운 응분에 대한 신념(belief in just desert)은 형사사법은 그 여러 측면에서 제약되어

야 한다는 의무론적 신념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즉, (29) 각 범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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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처벌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신념 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그 신념이 취해진

다면, 그 이론은 경찰과 검사의 행위가 갖는 불확실성에 의해 bedevilled된다. 그러므로 실

제에서 그 이론은 오직 양형에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제약적인 

문제를 다음 장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제약, 권리, 그리고 응분. 

우리가 규정하였듯이, 제약은 전적으로 추상적이거나 비개인적일 수 있다. 그 한 예는, 형사

사법 체계가 모든 지점에서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다. 그러나 형사사법의 논

의에서 더 자주 들게 되는 제약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종류의 요구가 아니라 사람-중심적인 

요구이다. 

  사람 중심적인 제약이란, 체계-또는 어떤 주체나 기관-이 개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야 하는가를 명하는 제약이다. 각 사람들에 관련하여,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각 

사람에 관하여, 그것은 그를 일정한 방식으로 대우할 것을 명한다. 그러한 제약은 무고하다

고 알려진 어떤 사람도 범죄로 기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이야기될 때, 또는 어떤 범죄자도 

부정기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등등이 이야기될 때에 형사사법 체계에 부과된다. 

  사람 중심적 제약이 체계에 부과될 때 사람들은-개인들 또는 기업들-은 적합한 여건에

서, 요구되는 종류의 대우를 촉발할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다. 체계가 M의 방식으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여하한 사람도 대우하도록 제약되도록 하라. 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C 여건에

서 M 대우에 대한 보증을 갖게 된다. 그 보증은 단순히 제약의 다른 측면이다. 

  보증은,  흔히 체계와 관련한 한 개인의 이해관심에 복무하며,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그

것들을 통상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Pettit 1987) 즉, 유죄를 선고받은 어떠한 사람도, 상소

를 할 기회를 보증받는다 함은, 모든 사람들이 상소의 군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보증이 그 보호적 역할을 하는 다른 사례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모든 보증이 우리가 권리로 통상 기술하는 바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두드러진 예

는 많은 응보주의자들이 형사사법 체계에 부과하는 제약에서 드러난다. (30) 즉, 모든 유죄 

선고받은 범죄자들에게 적정한(due)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할 때 말이다. 만일 체계가 이런 

방식으로 제약된다면, 그것은 모든 유죄 선고 받은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보증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증은, 보호적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라고는 기술되기가 매

우 어렵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범죄자가 처벌에 대한 응분이 있다고 하지, 그가 처벌에 대

한 권리가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 관찰은 일반화를 시사한다. 제약과 연관된 보증이, 개인의 이해관심을 보호하는 역할

을 하는 모든 경우에, 그것은 권리를 구성한다. (*****) 그리고 그 보증이 다른 무언가 또는 

그 이상을 하는 한 그 보증은 응분을 구성한다. (cf. Feinberg 1970: chap. 4). 응분은 부

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처벌의 응분의 경우에서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정도로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경기의 승리자의 응분에서처럼 말이다. 

  보증이 권리를 구성하건 응분을 구성하건 간에, 보증의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제약과 관

상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여건 C에서 대우 M을 받음이 보증된다 함

은, 그 체계가 결과에 관계없이 C에서는 그 M이라는 대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명령된다

는 말이다. 

  그 논점을 우선 추상적으로 전개해보자. 모든 결과가 이런 방식으로 quarantined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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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누군가의 M 종류의 대우에 대한 몫에 대한 보증이 대우 M을 다른 이들이 받는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보증은, 당신, 즉 유관한 주체가, 그 

사람에 대하여 M 대우를 제공할 제약 하에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만일 M 속성이 제약이

고 과녁이 아니라면, 그의 M에 대한 보증은, 결과에 관련 없이 당신을 구속한다. 

(31) 제약은 과녁과는 꽤 다른 종류의 것이다. 제약은 당신에게 관계(bearings)를 부여하지 

않고, 당신의 손을 구속하는 역할을 한다. (Nozick 1974: 28-30; Pettit 1987) 

  (******요약자-여기에서 페팃의 논의는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으로서 과녁 이론의 우월함

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법심사의 기준으로서는 제약 이론의 특성을 잘 연구하는 것이 향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형사사법의 두 기준

  

(31) 결과주의 이론을 무엇을 증진시켜야 하는 결과로 보느냐에 따라 갈리게 된다. 즉 무엇

이 그 선이냐에 대한 설명에서의 차이 말이다. 

  결과주의와 복지주의의 결합은, 최선의 형사사법 체계는, 최대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과주의는 유관한 선에 대하여 덜 포괄적인 설명과 결합될 수도 있다. 결과주의

적인 범죄학의 지배영역적인 전통은 행복의 과녁을, 더 제한적인 목표인 범죄 예방으로 대

체하였다. 이러한 혼합의 결과는 예방주의로 불린다. (preventionalism) 

  비록 결과주의 이론이 궁극적으로 모든 평가 질문을, 체계가 달성하는 과녁을 언급함으로

써 답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덜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제약이 신뢰될 수 있는 것이

라면 제약을 설정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형사사법에 대한 어떠한 설득력 있는 체계도, 

그 체계 내에서 주체들이 스스로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에 관한 제약을 처방하여야 한다.  

(33) 예를 들어 경찰관은 수사를 함에 있어 무고한 당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결과주의 이론에서는, 제약에 파생적인 지위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주체들이 제약되지 않는 체계의 전망에는 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

주의의 이러한 연결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결과주의 

이론 하에서는, 주체들은 결코 그들이 행위하는 것이 기대되는 근거가 되는 이유를, 동기적

으로 궁극적인 고려사항으로 여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들은 항상, 그 체계의 과

녁이 정말로 그 종류의 이유를 존중함으로써 이 구체적인 경우에 증진되느냐를 물을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유혹을 막을 정도로 충분한 무게를 제약에 

부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34) 응보주의는 대표적인 의무론적, 제약 이론이다. 응보주의는 네 가지 서로 구별되는 

제약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응보주의의 종류에 따라 이 중 일부만을 취하기도 하고 전부를 

취하기도 한다. 

1. 어떤 범죄의 유죄로 확인이 된 사람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그 범죄로 처벌되어서는 안된

다. 

2. 유죄임이 밝혀진 어떠한 사람도 그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3. 처벌은, 그 범죄의 성격과 그 범죄자의 능력에 비례하는(commensurate with) 정도 이상

으로 내려져서는 안된다. 

4. 처벌은, 그 범죄의 성격과 범죄의 능력과 비례하는 정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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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극적 응보 이론은 제약 1과 3을 지지하고, 적극적 응보이론은 제약 2와 4를 지지하

며 완전한 응보이론은 전부를 지지한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완전한 응보이론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6) 응보주의는 포괄적 이론이 아니다. 응보주의는, 무엇이 범죄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하

여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으며, 무엇이 경찰행정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도, 어떤 위반이 수사되어야 하는지, 또는 심지어 어떤 위반이 기소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도 지침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만일 응보주의가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선호하는 제약에 목적론적 이론으

로 보충을 해야 한다. 그 완전한 설명은 즉 과녁을 필연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37)

응보주의에 반대하여: 결과주의에 찬성하여

우리가 결과주의 이론을 향해 가야 하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것들은 결정적인 

고려사항은 아니며, 우리가 만족스러운 이론을 규명할 수 없다면 다른 이유에 의해 압도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다.  

  ① 고려사항 첫번째는 단순성이다. 만일 응보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형사사법의 기준을 설

정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앞 절에서 보았듯이, 형사사법 체계의 제약 공식을, 과녁에 관한 

설명으로 보충해야 한다. 이는 포괄적인 응보이론은 두 종류의 평가진 기준을 한 번에 결합

시켜야 함을 뜻한다. 단순함은, 우리가 응보주의 후보의 전망을 살펴보기 이전에, 활용가능

한 만족스러운 결과주의 이론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cf. Quine and 

Ullian 1978: 71) 

  ② 두 번째 고려 사항 역시 단순성에 관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응보주의적 방식으로 간

다면, 그리하여 두 종류의 가치를 허용한다면, 다시 말해 제약과 과녁을 허용한다면, 이론의 

구조에서 단순성은, 그것들이 두 종류의 가치 사이에 구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초가 있

어야 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기초는 없다. 응보주의자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정의롭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가치 있는 속성이, (38) 그의 이론의 제

약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가치 있는 속성은 증진되어

야 할 속성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경찰의 행위를 용납하는 한 후자의 속성을 인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정의로운 처벌의 요청이 존중되어야 하고, 범죄 예방이라는 가치는 증진

되어야 하는가? 그녀가 하는 방식되로 관련된 구분을 긋는 것은 응보주의자의 임기응변적 

처방(ad hoc)인 것 같다. 

  결과주의를 선호하는 세 번째 고려사항은 역시 단순성의 고려사항이다. 합리성에 관한 현

대의 견해는 표현적(expressive)이기보다는 도구적이다. 응보주의자들, 더 일반적으로 의무

론자들은 당황케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 실현이 합리성과 유관하다면, 

예를 들어 이윤이라는 속성, 우리는 합리적 행위자는 그것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도덕적 주체를 그가 지지하는 가치에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론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위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녀

는 그의 행위에서 그 가치를 무비판적으로(slavishly)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설사 

그 행위가 그 가치들을 증진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응보주의자들은, 도덕적 사안에서의 반

응에 관한 이론을 하나 갖고 있고, 도덕적 영역을 넘어서는 사안에 관한 이론을 따로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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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셈이다. 여기서도 다시금 결과주의는 더 간단한 교설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결과주의

는, 모든 영역에 관한 반응에 대한 통일된 이론-합리성의 이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4장 포괄적인, 결과주의적 과녁을 규명하기. 

  

이론이 만족스러운지는 그 형식적 장점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가 관련된 공동

체 내에서 어떤 합의를 획득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형사사법에 관한 숙고된 판단과 쉽게 부

합하느냐에도 달려 있다. 만일 그러한 판단과 잘 부합한다면, 이는 롤즈가 반성적 평형으로 

묘사한 것을 누리는 셈이다. (Rawls 1971: chap. 1; Pettit 1980: chap. 4). 

(42)

Fist Desideratum

i) 첫번째 최소적인 특성의 필요물은 우리의 목적에 유관한 공동체다. 그것이란 무엇인가? 

보편주의를 가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현대 세계의 서구식 민

주주의로 상정한다. 우리는 형사사법 체계의 어떠한 후보 과녁도, 그러한 사회에서의 형사

사법 체계를 지시하는 할당된 역할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두번

째와 세번째 필요물은 형사사법 이론의 요구에 더 특수하게 재단되어 있다. 그것들은 첫 번

째 만큼이나 분명하고 반대할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펴볼 바와 같이 다소 더 자주 무

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 두 필요물에 관심을 집중시킨 데 대하여 최근의 응보주의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와 예방주의 이론에 대한 응보주의자들의 비판들이 이것

들을 현저하게 그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필요물

두번째 필요물은, 들게 되는 과녁이 그 자체로 논란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43) 유관한 

공동체에서 논란이 없는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권리의 안정적인 배분 역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권리들에는 무고하다고 알려진 당사자의 처벌되지 아니할 권리와, 기소된 사람

이 공정한 재판을 권리 등등이 있다. 

  우리는 논의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아니할 권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

나 그 논점은 이 분야에서 진정으로 논란이 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권리에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의 두 번째 필요물으 그 근거가 충실한 것이다. 무고한 사람의 희생과 같은 것을 용인

하는 어떠한 이론도 진지하게 고려될 수 없다. 그러나, 과녁에 대하여 요구되는 바는, 단순

히 논란이 없는 권리를 분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분배’이다. 이 특성은,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과녁이, 법에서 권리를 확립할 이유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왜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또는 다른 행위 주체들이 그 권리를 진지하게 대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다면, 불안정한 권리 배분을 동기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A에 대한 법적 

권리를 사람들이 각자 부여받는 경우에 목표 X가 더 진작된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법적 제

재에도 불구하고, X를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목표가 요구하는 바를 항상 고려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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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A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존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에는 침해하는 것이 된다. 즉, 권리가 목표를 증진할 때만 권리를 존중하게 되

는 것이다. (44) 과녁 이론에서는 권리는 자동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 

  결과주의 이론에 대한 흔한 비판은, 특히 공리주의에 대하여 제기되는 흔한 비판은, 그것

들이 형사사법 권리의 불안ㅇ정한 배분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 비판은, 그러한 군리의 

법적 배분을 결과주의 이론이 동기화할 때조차도 성립한다. 만일 그 결과주의 이론이 그 권

리를 진지하게 취급하여, 그것들에 법적 힘 뿐만 아니라 도덕적 힘도 부여하지 못할 때 말

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받는다. 즉, 그의 법과 질서에 대한 추구와 열

정이 가득 차, 경찰 뿐만 아니라 판사와 배심원단도 그의 뜻에 따라 조종하려는 보안관 말

이다. 그에게는, 폭도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철장에 가두는 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번째 필요물로 구성되어 들어갔다. 우리는, 특히 

결과주의 과녁이, 논란이 없는 권리의 안정적인 배분을 동기화할 수 있을 때에만 매력적이 

되리라는 점에 동의한다. 

세 번째 필요물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일관되게 운영되면서, 형사사법 체계는 

여전히 서구식의 민주주의에서 대부분의 인민들의 숙고된 판단을 위배할 수도 있다. 이를테

면, 만일 체계의 관행이 어떤 논란이 없는 한계를, 어떠한 사람들의 논란이 없는 권리도 직

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넘어설 때 그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경찰관들을 

거리의 모든 곳에 배치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합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범죄

를 저지른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모조리 기소한다거나 등등.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은 논란이 없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백히 반대할 만하다. 

  세번째 필요물은, 과녁이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된 권력에 논란이 없는 한계를 존중할 동

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체계에 그 한계를 위험에 빠트리게 되는 

voracious 한 요구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방주의 과녁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과녁은 범죄 예방이다. 이 목표는 통상적으로 무력

화, 사회복귀, 억지로 분해된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모호함이 없고, 우리가 기꺼이 동의할 

목표라서 합당하게 논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 예방주의가 지배영역하는 곳

에서, 실제로는 터무니없게 불안정화하며 충족될 수 없는 목적이 되게 된다. 

  그것들은, 만일 그것이 논란이 없는 권리들의 배분을 동기화하지 않거나, (46) 그러한 권

리 주장의 안정적인 배분을 동기화하지 않을 때 불안정하다. 사실 예방주의적 과녁은 두 지

점 모두에서 시래한다. 그들은 형사사법 권리를 법적으로 배분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다. 설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형사사법 기관들이 그 권리를 진지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논점은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 이론의 능력

을 고려함으로써 개진될 수 있다. 

  모든 예방주의적 목적은, 무고한 사람의 처벌을 동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각각 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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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러한 처벌이 실제 범죄자를 무력화하거나 사회복귀한다면 말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취급하는 이유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이는 우리의 두 번째 필요물을 위반한다. 

  이와 똑같이, 범죄 예방주의는 우리의 세 번째 필요물을 위반한다. 즉, 본질적으로 채울 

수 없는 목적을 설정하게 된다. 그 체계가 범죄 예방을 증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터프하건 간에, 항상 더 증진해야 할 목표의 잔여 부분이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과

녁은, 그 체계를 현재 논란이 없는 한계 바깥을 넘어서까지 몰아붙이는 압력을 제공하게 된

다. 그 과녁은 게걸스럽고(voraciou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consuming) 목표가 된다. 

  그 논점은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처벌 분야에서 그 이론이 요구할 수 있는 바를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모든 예방주의 목표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과

도한 처벌을 동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제한된 기간 동안 범죄자를 무력화할 이유가 있

다면, 그 범죄자가 잠재적인 폐를 끼칠 원인이 되는 동안 최대한 길게 무력화시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만일 그녀를 사회복귀시킬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회복귀 목표가 

요구하는 바가 달성될 때까지 최대한 길게 그러한 취급을 받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만일 잠재적인 범죄자를 억지하기 위하여 실제의 범죄자를 처벌할 이유가 있다면, 더 효과

적인 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처벌을 더욱 증가시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자전거 

도둑을 끓는 기름형에 처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Boiling oil for bicycle thieves. )

  비록 예방주의가 결과주의 범죄학의 지배영역적인 한 흐름이지만, 예방주의가 반성적 평

형을 획득할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53) 결론 - 우리는 이와는 다른 이론을 필요로 한다. 

5장 공화주의 이념

(56)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은 표준적인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 처럼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다. 이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그 정의 자체로 적극적 이론가들이 제시한 

외적 요소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배영역’로 기술하는 가치는, 예를 들어 흔히 드

는 자율성의 가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소극적 자유는 무사회적인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57) 만일 자유의 요구에 대한 규제적 해석을 추구한다면, 완전한 자유란 혼자서 있는 조

건, 즉 고독의 조건이다. 그래야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전통에서의 소극적 자유의 무사회적인 성격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이와 경쟁하는 공화주의적 전통의 해석을 이해하는 핵심은, 불간섭(non-interference)의 

조건을 특징짓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조건이란, 공화주의적 해석

에서는 다음과 같다. 즉,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그들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간섭할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즉, 완전한 자유가 고독의 조건에 

의해 예와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공화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회

에서 시민권의 조건에 의하여 완전한 자유가 예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조건이란 다른 사

람들의 약탈(predation)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 적절하게 각자가 보호되는 조건이다. 

  왜 이 공화주의적 소극적 자유관이 또다른 적극적 자유관이 아닌지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58) 자유라는 이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

세한 세부사항으로부터 가능한 추상화된 최선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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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관한 환경에서 그 이상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우리가 사

회적 삶을 살면서 형성하는 질서를 규제하는 이상으로서 어떻게 하여야 최선으로 이해되는

가? 

  공화주의자들은, 가장 적합한 추상적 분석으로서 소극적 정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자유관을 채택하는 사람들과 차이 난다. 또한 공화주의자들은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과도, 

소극적 자유의 이상이 대체로 포함하게 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상이한 해석을 주장함으

로써, 의견을 달리하게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가 채택하는 의미에서의 자유는, 법 앞의 평등에 의하여 이러저

러한 환경에서 증진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화주의자들은 법 앞의 평등과의 연결관계가 

그러한 방식으로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자유를 해석한다. 즉,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이 따

로 따로 놀게 되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60) 우리는 자유에 관하여 자유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관념을 채택할 것을 제

안하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유의 증진이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의 과녁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우리는 과녁을 자유로 기술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 개념은 자유주의적 전통에 의해 포획되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대신에 ‘지배영

역’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를 기술하려고 할 것이다. 

(61) 

지배영역

(62) 우리가 사회에 대한 원자주의적 견해를 취한다면, 무엇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주느냐

에 대한 빠르고 쉬운 답을 제시하려는 어떤 유혹이 적어도 일 것이다. 즉, 고독한 개인의 

조건이라는. 

  그러나 이러한 원자적 견해를 취하는 대신에 전체적 관점을 취한다고 해보자. (63) 이러

한 경우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쉽고 빠른 답은 더 이상 활용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 

속의 누군가에게 활용가능한 그러한 방식으로 완전한 자유의 조건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

다. 

  만일 완전한 자유의 조건이 사회적 지리라면 세 가지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나온다. 첫

째는, 누군가가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하고 있느냐 여부는, 그가 그 자신 혼자서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지내느냐에도 달려 있

다. 어느 누구도 만일 그가 다른 이들보다 더 제약에 많이 복소고해야 한다면, 주어진 문화 

하에서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수 없다. 완전한 자유는 여하한 종류의 간섭, 좌절, 강제로

부터의 결여라는 내재적 기초로 더 이상 정의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비교적으로 또는 관

계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

  둘째, 만일 완전한 자유가 사회적 지위라면, 그것은, 유관한 제약으로부터 다른 이들과 같

은 정도만큼의 면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제에 대한 보장을 다른 사람들만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자유가 사회적 지위라면, 그것은 단순히 제약의 부재를 적절히 확보

하는 것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확보된 부재에 대한 지식도 요구한다. 원자주의적

인 해명 하에서는, 개인은 그가 그것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입장에 있지 않고서는 자

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없다. 즉, (64) 그에게 방해가 될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

을 관찰해야지만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 해명 하에서는, 개인은 완전

한 자유와 관련된, 침해의 결여를,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고서도 향유할 수 있다. 그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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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유의 향유는, 단순히 침해의 확보된 결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요소, 

즉, 그러한 확보된 결여에 대한 앎을 요구한다. 문제의 암ㄹ은 공동체의 사람들에 의해 공

유되어, 각자가 확보된 제약 결여를 누린다는 점은 공통된 지식이 된다. 

  따라서 개인은 온전한 지배영역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누린다. 

1. 그는 다른 시민들에게 활용가능한 자유보다 덜한 자유의 전망을 누리지 않는다. 

2. 시민들에게는,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점이 공통된 지식(common knowledge)여서, 그녀

와 거의 모든 사람들은 (65) 그녀가 이와 같은 전망을 향유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녀

와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이 점을 알고 있다는 점 등등을 알

고 있다. 

3. 그녀는 모든 시민들에게 양립가능한 최선의 자유보다 덜 한 자유를 향유하지 않는다. 

(주석 3- 이것은 Pettit 1989a의 정의의 수정이다. ) 

(66) 지배영역 정의의 특성의 일반적 논평 첫 번째는, 그것이 평등주의적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양적인 측면을 갖는다는 것이다. 

(67) 우리의 지배영역 정의에 관한 세 번째 일반적인 논평은 다음과 같다. 지배영역이 사회

에서 감소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식이 주관적인 침식을 통해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subjective erosion) 즉, 합당한 자유의 전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전망이 제공된

다는 점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자유에 관한 자유주의적 이상과는 달리, 

지배영역은 심리학적인 전복(psychological subversion)를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68) 몽

테스키외가 적었듯이 공화주의적 자유는 어느 누구도 다른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통치된다는 것이 필요하다. 

  지배영역을 증진하는 것이 세 가지 정연한 과업을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첫 번

째 과업은, 자유 전망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평등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통된 지식의 

산출보다 우선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p가 성립한다는 지식을 뒷받침하는 최선의 방법은 실

제로 p가 성립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한 최대의 전망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 양적인 과업은 평등주의적 과업이 완결되었을 때에만 유관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자유 전망에서 최대한의 평등을 창출하게 되면, 그 다음 

과업은 이러한 평등이 공통된 지식이 되고 그렇게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업은 최

대의 자유 전망의 창출보다 우선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평등한 자유의 가치는, 그러한 자유

를 보유한다는 점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지식에 큰 부분 의존하기 때문이다. 지

배영역을 증진하는 마지막 과업은, 평등과 공통 지식과 일관되는 범위에서 활용가능한 자유

의 전망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이 세 과업은, 우리의 온전한 지배영역에 관한 정의의 

세 조항에 각 일치하면서 축차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다. 

  우리의 지배영역에 관한 설명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누가 

시민인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 (의사결정능력과 나이 등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상이한 사람들의 자유의 전망을 평가함에 있어, 상이한 자유가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비중

이 주어지고 형량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자유의 정도와 확신의 정도가 어떻게 실제에서 

결합되어 자유의 그러한 전망을 결정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첫 두 질문에 대하여 논평하겠

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함께 직면하는 쟁점들이다. 그러한 세 번째 질

문에 관하여 관략히 논평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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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정도(extent of liberty)와 확신의 정도(degree of assurance)를 자유의 전망이라

는 관념에서 결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려를 자아낼지 모른다. (69)

  첫째로, 그것은 확신의 상이한 수준에 의하여 형량되는 한, 상이한 수준의 자유가 전망의 

평등으로 여겨지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로, 그것은 낮은 자유 수준이, 확신의 높은 수준과 

형량되는 한, 최대의 전망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두 우려 모두 심각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우려는, 전망을 사람들 사이에 평등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유와 확신

의 수준 모두를 평등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감소된다. 그 계산은 그렇지 아니하면 

확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우려는, 전망을 최대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

의 수준에 천장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즉, 그와 같은 천

장 이상의 확신의 증가는 사람들의 자유의 추가적인 확장을 통해서만 고양될 수 있는 지점 

말이다. 

  지배영역의 증진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될 적합한 과녁인지 여부는 논증되어야 할 

사항이다. 

논란이 없는 과녁

지배영역을 증진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위한 논란이 없는 과녁이다. 이는 범죄와 관련

된 해악을 최소화하는 것이 논란이 없는 과녁인 것과 동일한 종류의 이유 때문에서다. 지배

영역의 침해는 범죄의 중심적인 사안들과 관련되는 악이다. 살인, 강간, 폭행, 납치, 희롱, 

고문, 강도, 절도, 사기 등등. 그러한 경우에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신(살인, 강간), 영역(납

치, 희롱) 또는 재산(강도, 절도) 등을 침입하여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배영역을 침해하고, 그녀의 자유를 파괴하거나 일정한 측면에서 제한한다. 실제

로 그는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의 지배영역 역시도 동시에 침해한 것일 수 있다. 이 침해에

는 유사한 침입을 회피할 그들의 전망에 대한 확신의 상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전망을 

낮추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배영역의 침해가 범죄의 중심적인 사례에 연관된 악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은 또한, 우리가 최소화하는 경우 범죄와 관련된 다른 나쁜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

한 악이다. (70) 범죄와 관련한 누군가의 지배영역을 증진시키는 경우, 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의 상실로부터도 보호하는 셈이며, 또한 행복과 안전의 상실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아간다. 우리는 지배영역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해악

을 최소화하는 것보다도 더 논란이 없는 목표임에 분명하다고 논한다. 억압적인 권위주의적 

형사사법 체계는 해악을 최소화함에 있어서는 그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 해악이 통상적으

로 이해되는 바에 따르면 말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계는 범죄가 만연한 세계에

서 사람들이 느끼는 취약성의 느낌과 유사한 상태로 사람들을 처하게 할 수 있다. 지배영역

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전망이 그러한 종류의 체계를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 그러한 체계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체계는 사람들의 지배영역

의 주관적 구성요소를 침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우리가 선호하는 과녁이 논란이 없다고 보는 견해에 반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현재 범죄인 것들 중 일부는 지배영역 증진이라는 목

적에 지향된 체계 하에서는 범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다. 다른 하나의 반론은, 현재 

범죄가 아닌 것들이 그러한 체계 하에서는 범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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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1, 2 처리는 생략 70-71에 있고 그리 중요하지 않음., ) 

안정화하는 과녁. 

다음 질문은 그것이 안정화하는 과녁이냐 하는 점이다. 확립해야 할 두 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는, 그것이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논란이 없는 권리들의 법적인 배분을 동기화하느냐 이

다. 둘째는, 그러한 배분이 안정화하느냐이다. 즉, 그 과녁이 체계의 행위자들이 그 권리들

을 진지하게 여기도록 동기화하느냐이다. 

  첫째 답은 분명하다. 그렇다이다. 만일 지배영역이 법적 제재에 의해 증진된다면, 일정한 

소극적 자유들은 확실히 법으로 보호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 보호는, 시민들이 국가로 하여

금 그러한 자유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비추어, 그것은 그들이 국가에게 단지 과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국가를 제약하게 되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임을 의

미한다. 국가는 당순히 변명을 해서 이것이 권리 전반의 방어에 더 잘 기여할 것이라고 부

작위할 수 없게 된다. (72)

  그럼 안정적일 것이냐? 목적론적 이론이니까 예방주의처럼 권리를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

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예방주의 보안관이 무고한 사람을 군중 

폭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목매달 수는 있겠지만, 지배영역의 증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배영역 증진이라는 형사사법 과업에 대한 다음 유비를 생각해보자. 십대 자녀에

게 독립심을 길러주고자 하는 부모교육의 과업이 있다. 당신이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당신

은 그러한 목표를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추구한다 하면, 당신의 자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버려둘지를 각 사안마다 다 결정해서 

명령하는 것이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추구한다 함은, 당신의 자녀에게 독립심을 길러주는 

효과를 갖도록 고안된, 당신의 의사결정에 어떤 격률이나 제약을 채택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녀가 하는 선택이 당신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건 상관 없이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녀가 원하는 바대로 할 자유를 부여하도록 하는 격률에 헌신할 수 있다. 

  간접적인 전략만이 분별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다. 직접

적인 목표 추구는 자멸적이다. 왜냐하면, 자녀는 당신의 거부권에 항상 복속해야 한다는 점

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자율성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속적 지위의 감각을 가지지 독립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 것이

다. 만일 독립심을 가지게 하려는 부모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간접적 방식을 채택하는 

수 밖에 없다. 일련의 범위의 쟁점에 관하여는 그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권위를 

부여하는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권위에 따라 자녀가 실제로 결정한 것이 어리석다고 해서 

그것을 철회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식 말이다. 

  이 부모교육의 목표는, 간접적인 추구전략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자녀가 욕구되는 그러한 

조건을 향유하려면, 그가 일정한 영역에서는 그가 대략 무조건적인 주권을 누린다는 젊을 

알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목표를 직접적으로 추구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자녀

는 그 점을 알게 될 것이며, 그가 그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그러한 통제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바로 그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다른 목표와 끝없이 사안별

로 형량하게 되는 경우 사실 그 목표는 추구하지도 못하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자녀는 알

기 때문이다. 자신이 예속적 가신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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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형사사법의 목표, 즉 지배영역을 증진한다는 형사사법의 목표도 이 방금 살펴본 

부모의 목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목표는, 그것을 증진하려면 체계의 행

위자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그들의 손을 묶어서 개인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관하여 제약을 받게 하여 사람들에게 그것이(그러한 제약을 받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그러한 헌신을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 지배영역이, 전반적으로 낳은 결과를 산출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배영역은 주관적인 차원

(subjective dimension)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지배영역이 심각하게 타협되

었음을 알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지배영역 증진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멸적이다. 왜

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지배영역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 단지 정치 

당국의 자비에 달린 문제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지

배영역 증진을 추구한다면, 실제로는 지배영역을 증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75) 

  이러한 자멸적인 특성은 특히 국가가 개입하고 있을 때 특히 현저하다. 국가는 너무나 강

력하여, 시민들의 개인적 지배영역(dominion)에 대한 단일한 위협 중에는 가장 큰 위협이

다. 그러한 권력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권력의 존재에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들

은 정치 엘리트를 빼고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 권력의 행사가 지배영

역의 증가를 명목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교훈은, 논란이 없는 형사사법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당국이 그 권리들을 진지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즉, 그 권리는 무

고한 이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보안관에게 숙고적 충격을 미쳐야 하는 것이다. 

  (76) 시민은 형사사법 당국이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양심적이고 꼼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배영역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다. 우리는 지배영역의 증진이 논란이 없는 권리의 앉어적 배분을 

동기화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다른 권리들이 축소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한 바가 없

다. 그것은 예를 들어 사람들의 전화가 도청당하지 않을 잠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가? 그것

은 논란의 여지없이 다른 잠정적인 권리들도 뒷받침하는가?

  우리의 답은 그것이 사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사정이 달려 있냐면, 그러

한 권리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전반적인 지배영역의 최대화를 약속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확실히 그들의 전화가 도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도청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지배영역의 상실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도청에 관련된 지배영

역의 침해는 도청이 범죄 예방을 통해서 지배영역을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 상쇄도고 남음

이 있다고 논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경험적 논쟁의 문제이며 다음 절에서 다시 등장할 것

이다. (77)

  그러나, 지배영역의 증진이 확실히 인정케할 그러한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다. 어떤 권리냐 하면, 당국이 다른 피해

자와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위반행위를 수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고, 유죄로 확정된 

이에 대한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그러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지배영역의 증진을 위해 필

요하다. 그러한 권리 없이는 사람들은 자유의 동일한 전망을 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데 훨씬 더 나은 지위에 있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표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범죄에 대하여 덜한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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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러한 ㅊ미해를 실현한 범죄자에 대한 불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해보다 훨씬 

덜 진지하게 취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예전의 지배영역 수준을 다시 회복케 보장

하는 하나의 방식은, 그녀가 다른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위치에 대한 침해에 대해

서 공식적인 동일한 반응을 받게 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권리는 그러한 반응의 여하한 특정한 수준에 대한 권리는 아님을 주목하라. 그것은 단지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반응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권리일 뿐이다.  

  

 우리가 피해자에게 귀속시킨 그 종류의 권리는 특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권리는, 결

과주의에 대하여 제기되는 흔한 비난을 반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 비난이란 결과주

의 이론이라면 어느 것이나, 범죄를 다루는 당국이, 오로지 장래를 향한 이유에 의해서만 

범죄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즉, 회고적인 이유를 무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 피해자의 권리는 회고적인 시선과 과려사항을 구성한다. 그리고 당국은 이를 지켜야

만 한다. 우리의 결과주의적 이론은 회고적인 고려사항을 제거하지 않는다. (78)

  

충족가능한 과녁

우리는 우리의 과녁이 논란이 없으며 또한 안정화한다는 점을 보였다. 마지막 질문은, 그것

이 만족가능한, 충족가능한 과녁이냐 하는 것이다. 만일 게걸스러운 요구를 하여 그것이 형

사사법의 논란이 없는 한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게 한다면 그것은 충족가능한 과녁이 아니

게 된다. 예를 들면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지배영역의 증진은 만족가능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벌 자체

가 지배영역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벌에서 지배영역의 감소는 확실하고, 그로 

인해 얻는 지배영역 증진에서의 이득은 확률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려사항이 의

미하는 바는, 지배영역의 증진이 형사사법에서 논란이 없는 한계를 초과하는 처벌을 동기화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79) 우리는 반대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아마 가벼울 것이

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바로 예방주의 과녁과 지배영역 과녁 사이의 분명한 대조점이 놓여 있다. 예방주

의 이론을 채택하면 처벌의 한계란 없다. 반면에, 지배영역의 이론을 채택한다면, 확실한 지

배영역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 바로 처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배영역 수준

에 있어서 약속된 혜택의 큰 증가가 적절하게 있어야만 보증된다. 

  또한, 지배영역과 해악의 감소 사이에도 충족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조가 있다. 혜

택과 부담의 형량에 있어서 말이다. 이 목표 모두에 있어서 과도한 처벌에 비용을 할당하기

는 하지만, 동일한 차원의 비용을 할당하지는 않는다. 해악의 경우에는 사람들에 미치는 심

리학적 효과는 이 목표와는 대체로 무관하다. 그리고 이 목표는 처벌의 영역 바깥에서는 유

관하지 않다. 반면에 지배영역의 경우에는 심리적 효과도 유관하고, 또 영역 바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유관하다. 그러므로 지배영역의 증진은, 경찰과 검사의 실무에 논란이 없

는 한계가 있어야 함을 지지한다. 그것은, 예방주의와 해악 최소화 이론과는 달리, 그러한 

한계 이전에 충족가능하다고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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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가능성 주장에 관한 하나의 최종적인, 중요한 논평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형사사법 체

계가 지배영역의 증진을 과녁으로 하고 있다면, 적합한 처벌과 다른 침입적인 국가의 실천

에 관한 논쟁에서 입증 책임은, 더 많은 것을 주장하는 쪽에게 확실히 놓여진다는 점이다. 

처벌의 모든 행위는 누군가의 지배영역을 확실히 감소시키는 비용을 낳는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배영역의 증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다. (80)

  절감성의 원칙은, 기업의 범법행위와 관련하여 잘 설명될 수 있다. 절감성의 원칙은, 산업

계에 의한 자발적인 자기 규제를 찬성하는 추정을 함의하며, 범죄화보다 이를 선호한다. 그

리고 만일 증거가 명확하여, 자기 규제가 최대의 지배영역을 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

감성의 원칙은 완전한 범죄화로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반대하여 조언하면서 최소한으로 강

제적인 대안들을 찾아보고 그 대안들이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그러한 대안들

은 면허에 관련된 규제, 강제된 자기 규율 등이 포함된다. (Briathwaite 1982c) 그리고 법 

개혁, 즉 민사소송을 통한 통제를 촉진시키는 법 개혁도 포함하며, 정보를 숙지한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화주의적 제도

(80)

사적인 이유에서 공적인 이익을 해하거나 축소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장 기제를 활용

하는 것과 형성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81)

 그리고 형성적 제도는 법적 제재를 통한 강제적인 제도와 숙고적 습관을 키우는 제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숙고적 습관을 키우는 사회화 제도가 특별히 중

요하다. 만일 판사들과 배심원들이 유죄 선고와 관련된 숙고에 있어 그들 자신의 자기이익

을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사회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권리를 향유할 가망이 거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시장 기제나 강제적 질서가 아니라 바

로 이 사회화 제도가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가장 잘 보호해준다. 사람들이 사기를 치지 않거

나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가장 이익이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86)

6장  공화주의 이론 해석하기

절감성(Parismony)

절감성에 찬성하는 추정은, 공화주의적 과녁의 충족가능한(satiable) 성격을 논의하면서 이

미 도입되었던 그 과녁은 여하한 형사사법도 최소한의 일정한 비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범죄화, 감시, 수사, 체포, 기소, 처벌은 누군가의 지배영역에 즉각적이고 의문의 여지가 없

는 손상을 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니셔티브(initiative-선제(先制), 즉 국가가 솔선하여 추

가적으로 형사사법 활동이나 그 엄격함을 높임으로써 범죄에 대응하려는 것)에 의 약속된 

혜택은 항상 거리가 멀고, 확률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결여나 제거 쪽이 아닌 그러

한 여하한 이니셔티브를 정당화하는 쪽에 증명책임(onus of proof)이 분명히(squarely)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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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함은 명백하다. 그 추정은 더 많은 형사사법 활동이 아니라 더 적은 쪽에 우호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의 견제

권력 견제에 찬성하는 추정은 앞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권리들의 도출에 의해 뒷받침되며 

더 심층적으로는, 지배영역은 주관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는 관찰에 의해 뒷받침된다. (****) 

그 주관적인 차원이란 그것이 (88) 자신이 적합한 대우를 받으리라는 점에 대한 의식적인 

확신의 결여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차원이다. 그 추정은, 형사사법 당국(criminal justice 

authority)이 갖는 권력은 항상 견제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그 권위가 자신들을 대우함에 있

어 편견이나 변덕(caprice)를 휘두르지 않으리라는 확신(assurance)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 형사사법 당국을 견제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민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

는 것이다.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등. 그러나 경

찰, 검사, 판사들과 같은 당국이 일정한 문제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받은 때조차도 이 권력

은 편견이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공해주는 견제는 여전히 받게 할 수 있다. 

i) 상소나 이의신청의 기제는 그러한 종류의 견제 중 하나다. ii) 그들의 재량행사에 답해야 

한다는 요건을 당국에 부여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견제를 표현한다. 

비난 (Reprobation) 

세 번째 추정은, 형사사법 체계가 범죄가 공동체에서 대체로 효과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 확

실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성적인 제도는 두 가지 주된 방식으로 등장한다. 강

제적 제도와 사회화 제도가 그것이다. (89) 

  사회화 제도는 사람들에게 범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럼으로써 단지 행동 성향 뿐

만 아니라 덕성 있는 시민의 숙고적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수치심을 느끼게 함

으로써 (In bringing home to people) 사회화 제도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것이다. 그 

제도는 i) 범죄는 그른 일을, 그리하여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무언가를 제시할 것이다. ii) 그

리고 그 제도는 범죄를 실제로 사회에서 불승인되는 종류의 행위로 제시할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만일 그 행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게끔 되도록 할 그러한 행위로 

제시한다. 

  공화주의 이론이 사회화 제도에 기대는 것에 호의를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화 제도

가 강제적 제도보다 범죄에 대한 더 우월한 보호 제공을 약속한다는 점이다. 사회는 그 시

민들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된다고 계산할 때보다, 시

민들이 범죄를 수치스럽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길 때 범죄로부터 더 큰 보호를 끌어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범죄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사회는 범죄자들이 비난에 가장 효과

적으로 노출되는 사회일 가능성이 높다. (Braithwaite 1989) 

  공화주의 이론이 강제적 제도보다는 사회화 제도에 기대는 것을 더 선호하는 두 번째 이

유는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하는 바를 왜 하는지를 이해할 것을 자연스

럽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 시민들이, 그 활동을 하면 법적 제재를 부과받는 것에 의하

여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강제될 때, 왜 그 강제가 부과되는지를 시민들은 이해할 수도 있

고 이해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시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의 지배영역의 주관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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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무작위적으로 부과되는 강제적 

권력에 복속되는 존재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와는 달리, 시민들이 그 활동이 

수치스러워 할 일이라는 점을 알게되고 또 왜 그것이 수치스러워 할 일인가를 이해하게 되

면 그의 지배영역에서의 주관적 구성요소는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90)

  Q) 자유주의자는, 만일 처벌과 강제가 보호되는 지배영역의 균형을 잡지 못할 수도 있는 

위협이라면, 그것이 왜 비난에 대해서도 참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반론은 제대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 지배영역이 인신과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처벌이나 

범죄와 관련된 영역의 보호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 추론과 다른 이들의 불승

인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은 경험적으로, 이웃들의 잘못을 불승인하는 일에 활동

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공화국은 억압적으로 다양성을 숨막히게 억압하는(stultifying) 

공동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이 질문은 Braithwaite (1989)에서 길게 처리

된 바 있다. 수치는 다수의 전제를 실행하는 매개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불승인

을 동원할 능력을 결여한 사회는 정통에서 벗어날 자유(freedom to deviate)를 결코 보장

하지 못할 것이며, 다수의 전제로부터 결코 소수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다른 자유를 

침해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적 의미에서 좋은 

사회는 형법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에서 강할 것이며, 법의 제약에 속하지 않는 분야

에서 남들과 다를 자유를 침해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에서도 강할 것이다.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비난을 조직할 수 없는 사회는 그 사회를 잃을 것이다. (91) 

복원(Reintergration)

우리의 네 번째 추정(presumption)은 형사사법 체계가 공동체에서의 복원을 추구해야 한다

는 것이다. 특히 범죄와 처벌에 의해 자신들의 지배영역이 침해받은 시민들의 지배영역을 

복구시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배영역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관한 

공동체가, 그녀가 사람으로서 가치가 격하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녀의 지배영역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유형적으로 보장(assure)해주는 것이다. 상징적으

로는, 범죄와 범죄자를 비난을 통해 비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유형적으로는 원상회복

(restitution)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업장에서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생각해보라. 그녀는, 그녀의 인신과 그녀

의 영역이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다른 인간이 생각했기 때문에 침해받고 가치가 격

하되는 것으로 느낀다. 존중은 상징적으로는 공동체의 비난, 이 경우에는 그렇게 그녀의 인

신과 영역을 존중하지 않은 살마에 대한 작업장의 비난을 통해, 특히 가해자가 후회와 사과

를 하게끔 함으로써 가장 잘 복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상징적인 복구는 보상의 유형적인 뒷

받침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지나치게 값싼 것이 될 것이다. 보상은 그녀의 지

배영역에 대한 존중을 부인한 바로 그 사람이 지불할 때 희생자가 그녀 자신과 그녀의 지배

영역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확신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

자에게 (92) 그 보상을 하게끔 할 수 없을 때라도, 공동체는 그녀와 그녀의 지배영역의 가

치가 침해되었음을 그녀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희생자의 보상에 의한 복원을 지지하는 이차적인 정당화는 그것이 사람들의 지배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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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각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범죄라는 불운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공동체가 그 고통의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행동하리라는 점을 안다는 것이 바로 지배

영역의 주관적인 감각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자연 재해를 범죄보다 덜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동체가 그 피해자를 함께 도울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반응에 있어 공동체주의성의 이 격차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 

반응의 게으름이 우리 현대사회의 삶의 슬픈 측면이며, 이것은 범죄의 두려움을 재강화한

다. 

  그러나 예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복원(재통합-reintergration) 역시 공화주의자에게는 

중요하다. 그들의 재통합에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전과자들은 쉽게 이등 시민의 지위

로 떨어지게 되며, 지배영역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만일 법 준수 공동체가 가해

자에게 범죄자의 지위를 영원히 수여하는 경우에, 그 공동체는 이 시민들에게 범죄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범죄 하위 문화에 동일시하고 범죄자로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고무하

고 있는 것이다. 재통합을 위한 논거는, Braithwaite (1989)의 범죄학 문헌에 기초하여 제

시될 수 있다. 여기서주목하여야 할 중요한 점은, 그러한 논거가 건전하다면 비난과 복원은 

서로 상호 강화하는 힘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i) 절감성 ii) 권력 견제 iii) 비난, iv) 복원과 재통합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된 

것 같다. 이는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의 고안을 위한 공화주의적 입장의 의미를 규명하려고 

할 때 보충적인 해석적 원칙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그 체계에 의해 제기되는 

열가지 질문 각각에 대한 답을 검토해보아야 하겠다. 

1. 어떤 종류의 행위가 그 체계에 의해 범죄화되어야 하는가? (94)

  공화주의 이론은, 사람, 재산, 그리고 다른 시민들의 영역을 위협하는 경향이 있는 행위만

을 범죄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법정모독죄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지배영역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사람들이 재판을 방해하고 부적절하게 훼방놓아서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공중에게 불리하게 노출되게끔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범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법정모독죄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항의에 

대해서도 종종 적용된다. 재판정에서 열변을 토하거나 판사를 바보라고 부르거나 했다고 말

이다. 법정모독죄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처벌을 가하는 자의 감성을 보호하고 또 법정의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이 두 목표 어느 것도 형법의 적용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변호사

가 열변 토했다고 감치명령 내리려고 했던 판사에게 필히 필요한 설명이다***) 우리는 법정

에서 질서를 확보하는 중요한 문제라 해도 범죄화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냥 법정에서 잠시 구속해서 현장을 떠나있게 해서 진정케 하면 될 일이다. 

  

불쾌한 정신적 공격의 범죄 (Crimes of Offense)

꼴사납고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만드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이는 국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지배영역을 밟고 다니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들에게 무기를 제공해준다. 이와 유사하게 불경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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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위협이다. 폭동교사나 난동 교사죄, 또 국장모독죄 역시 정치적 자

유에 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있다거나, 부랑죄(vagrancy), 도박을 

범죄화하는 것도 (96) 사회적 자유에 대한 합당하지 아니한 위협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음

란을 범죄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점잖지 못함을 처벌하는 것도 성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만약 목사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키스를 한다고 했을 때, 목사의 지배영역이 침해를 당했

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지배영역을 느슨하게 개념화한 것이다. 그러한 지배영역은 

침해는 목사가 눈을 감으면 회피가능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불쾌한 정신적 공격이 진지하게 취급되는 경우에도, 경찰을 통하여 실제적으

로 그 행동을 못하도록 하거나 버스에 내리게 하여 하여 질서를 유지하면 될 일이다. 이것

이 절감성의 원칙에 맞다. 거기다가 가장 불쾌한 행위들은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적

게 일어나서 어떤 형사적 발도으이 필요성이 가장 적은 행위들이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섹스를 한다든지.. 사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97)

합의에 의한 범죄 

마조히스트에게 스팽킹을 해주는 창녀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에 스팽킹은 피해자의 동

의 아래에 행해졌고 피해자의 자유 전망에 어떠한 추가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스

팽킹 당한 사람의 지배영역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범죄화

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면에 마약 공급자는 피해자의 자유의 전망을 중독 습관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파괴하

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헤로인 사용을 범죄화하는 것을 찬성할 고려사항이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여기서도 범죄화되는 것은 의료적 이유 없는 공급이지 헤로인 사용자 본인의 행

위는 아니다. 절감성의 원칙에 의해서. 

  (98) 다만 비범죄화의 방법과 속도는 적절하게 보수적이어야 한다. 범죄화의 손상은 이미 

가해진 것이며, 국가는 마약의 비범죄화가 마약 사용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알려주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교육하는 데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범죄화는 공동

체의 모든 집단에 이를 정도로 교육 캠페인이 진행되고 난 뒤에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

게 된다. 

  이론의 개방적 체계 성질이 이 사례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그 이론은 우리에게 그 문

제가 형사사법 체계 바깥에 있는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이 더 나은가

를 묻게끔 요구한다. 즉, 가족의 사회화, 의사-환자 상호작용 등등을 통해서. 그러나 마약 

문제가 형사사법 체계 바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함에 있어서, 그 이론은 체계까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어쨌거나 처방 없이 마약을 파는 것은 범

죄로 남는다. 이 사례는, 개방 체계 접근이 대응해야 하는 도전 중 하나가 형사사법 체계와 

다른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율(co-ordinate)하는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법률가들

은 이런 종류의 도전에 익숙하다. 형사법 체계와 민사법 체계를 조화시키는 일과 관련하여.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훨씬 더 폭넓은 함의를 갖는 문제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범죄화가 마약 사용자의 지배영역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기 힘듦에 비하여, 이런 흐름을 밀

어부치는 입법자들은, 공화주의 이론의 제한(strictures) 아래에서 많은 작업을 할 것이 요

구된다. (99) 체계적 분석은 마약 사용자의 지배영역 뿐만 아니라 감시, 수사, 그리고 집행 

단계에서 지배영역에 가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공화주의 입법자들은, 이 모든 하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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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범죄화의 비용의 분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약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얼마의 돈을 씀으로써 마약 사용자의 지배영역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이 달성될 수 있는

가를 알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범죄화가 조직 범죄를 강화하고 그리하여 경찰과 사법의 

부패를 부추기는 형태로 지하 경제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지는지에 관한 보고를 원할 것이

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비율의 살인이 이 불법적인 약물의 지하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지, 

중독자들이 그들의 중독에 돈을 대기 위해여 저지르는 재산범죄가 전체 재산범죄의 비율 중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화주의 이론가들

은, 형사사법 개입을 최소화하는 기본설정 위치(rest position)를 취할 것이다. 

무과실 책임 범죄

무엇을 범죄화할 것인가를 고려함에 있어 난해한 세 번째 영역을 엄격 책임 범죄이다. 우리

는 우리의 이론에 비추어, 도덕적으로 그 규정된 침범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처벌되어

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추정한다. 그러므로 그 이론은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건 그 위반 행

위에 대하여 비난책임이 없는 때에는 (in no way blameworthy) 절대적 책임에 의하여 범

죄로 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그 이론은 엄격 책임 범죄라고 종종 불리는 것을 허용할

지도 모른다. 그 영역에서 가해자는 그 위반을 저지르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의 어

떤 더 낮은 기준에 비추어 보아 비난책임이 있는 경우다. 

  Gross(1979: 342-740)는, 그의 이론과 우리 이론에 의거하여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엄

격 책임의 일부 형태에 관한 설명을 제시한다. 우리는 제조업자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오염된 식품이나 약물을 비고의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합

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첫째, (100) 그것을 하는 사람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그것을 함

에 있어 내재하는 해악의 위험을 실제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약 산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산업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미리 안다. 둘째로, 범죄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해악을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야 

하며, 이 해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그녀가 동의한 책임의 일부여야만 한다.  

(101)

2. 어떤 종류의 형이 허용되거나 금지되어야 하는가? (Enjoined)

이 질문은 두 가지 주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첫째로,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반응의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의 재량은 어느 정도나 제한되어야 하는가? 특히 규정된 여하한 

처벌의 성격과 관련해서 말이다. 둘째로, 그 재량이 그 반응의 강도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

할 때 얼마나 제한되어야 하는가. 특히 여하한 부과되는 처벌의 가혹성과 관련해서 말이다. 

  우리의 네 가지 추정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첫 

번째 교훈은, 권력 견제를 찬성하는 추정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도출된다. 즉, 모든 유형의 범

죄에 규정되는 최대 상한 양형이 호가실히 있어야만 한다. 그 상한을 법원은 넘어설 수 없

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다면 어떠한 범죄자도, 판사나 교도소 공직자의 변덕으로부

터 방어막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가? 평균 시민들의 지배영역은 정말로 처벌의 상한이 없다는 점을 

앎으로써 위협을 받을 것인가? 어쨌거나 평균 시민들은 결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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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평균 시민만이 우리의 관심사인 것은 아니다. 억압된 인종적 소수의 구성원

들은 흔히, 경찰들이 그들의 인종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범죄의 거짓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맞건 맞지 않건)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최대 상한 형사적 제재가 결여되어 있으면 위협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많은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그들의 남

편의 폭력에 대항하다가 무기를 들고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이 되거나, 우는 아기 때문에 잠

을 못자는 아기가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기 직전까지 몰리는 일이 흔한지를 알고 있다. 그리

고 그러한 범죄를 생각해본 사람만이 한정되지 않은 처벌의 전망에 의해 영향받는 것은 아

니다. 의제강간이 되는 나이의 소녀와 섹스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기한 투옥되는 십대 소년

의 이야기를 읽는 한 여성은, 그녀 역시 이런 유형의 범죄로 그와 같이 취급될까봐 직접적

으로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무기한 처벌에 누구라고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생각에 몸을 떨게 될지 모른다. 역사적 경

험은, (102) 이런 종류의 처벌은 선별적 희생자 만들기와 작은 규모의 테러를 허용함을 명

확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경험은 추가적인, 관련 있는 교훈도 가르쳐준다. 최대 상환은 자유의 평등한 전망

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 선례로부터, 최대 상한이 없는 처

벌은 가난한 사람을 선별적으로 그 희생자로 만드는 결과로 귀결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일반적인 교훈은, 절감성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권력 견제의 추정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양형의 최대 상한이 각 유형의 범죄에 맞춰 규명되어야 

하긴 하지만, 법원에 그에 상응하는 최소 하한 양형은 그에 맞춰서 부과될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 절감성의 원칙은, 어떠한 최소 하한 양형도 설정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법원이, 범죄와 범죄자의 특별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교훈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종류의 것이다. 어떤 종류의 처벌이 법원에 활용가능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논란이 많은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법원

에 의해 부과되는 처벌은, 세 종류로 깔끔하게 나뉘어질 수 있다. 인신에 관한 것, 그의 영

역(province)에 관한 것, 그리고 그의 재산에 관한 것. 범죄자의 재산에 관한 처벌은 벌금, 

원상회복, 몰수 등이 있다. 그의 영역에 관한 것은 징역,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이 있다. 그리

고 그의 인신에 관한 것은, 사형, 절단형, 그리고 고문형이 있다. 법원의 재량이 이러한 형

사 제재의 범주에 가한 제한을 통하여 한계지워져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행위자의 인신에 대하여 겨냥된 처벌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감성을 찬

성하는 추정은 이 흐름의 사고를 동기화한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그러한 처벌은 그 사람

의 지배영역에 더 큰 침해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처벌에 비해서. 그리고 이런 

종류의 처벌이 다른 종류의 처벌에 비해 억지로서 특별히 효과적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Departmental Committe on Corporal Punishment 1938; Kaiser 1986) (103) 

그러나 어떤 경우건, 절감성에 근거한 논변은, 비난과 복원을 찬성하는 추정의 논변에 의해 

보충된다. 그러한 처벌은, 비난이나 복원의 이점을 결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떤 종류의 신

체훼손(multilation), 예를 들어 이마에다가 큼지막하게 죄상을 새긴다거나 하는 일이 그 범

죄자를 효과적으로 비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적 증

거는, 그러한 신체에 낙인찍기가 범죄자가 존중받을만한 사회와의 아무런 연결고리도 갖지 

못하게 되고 의사소통도 하지 못하게 버려지는 존재로 만듦을 보여준다. (Braithwaite 

1989) 

  앞에서 구분한 세 유형의 처벌 중에서, 우리의 성향은, 대부분의 경우에 범죄자의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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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부과하는 처벌에 국한하도록 법원의 재량에 한계를 부과하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 

절감성은 그러한 처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시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재산을 

겨냥한 처벌은, 지배영역에 덜 침해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영역을 겨냥한 처벌보다. 더군

다나, 범죄자의 지배영역 상실은, 납세자의 지배영역 상실(벌금을 통해)이나 피해자(원상회

복을 통해)의 지배영역 상실을 그대로 보충함으로써 균형이 잡히게 된다. 비난과 복원에 찬

성하는 추정은, 이상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에 겨냥된 처벌은 비난의 효과와 복원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종류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시사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원상회복을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벌금은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아 더 약한 종류의 것이다. 그것이 설사,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충당된다

고 할지라도 말이다. 

  함께 고려했을 때, 비난과 복원에 찬성하는 추정은, 제1선호로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자

발적으로 원상회복 하고 보상하는 것을 든다. 두 번째 선호되는 것으로는, 강제적인 원상회

복과 보상이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돈이 가

는 벌금형이 그 다음으로 선호된다. 그 기금은 범죄임이 입증되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잡히

지는 않은 중범죄의 피해자를 보상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관

한 절감성의 배려는, 우리로 하여금, 피해자의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강한 경우이 심각한 

범죄로 국가의 보상을 한정할 것을 요구한다. 경범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보상을 받을 자격

은 없을 것이다.

  (104) 기업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대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경

우에 피해자의 복원의 논거는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 범죄자에 대하

여 보상 명령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항상 충분히 비난을 가한 것이 되

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에는 말이다. 오도하는 

허위 광고를 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생각해보라. 이 경우에는 정정 광고를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여 내도록 광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비난을 찬성하는 우리의 추정에 가장 잘 

부합한다. (Fisse and Braithwaite)

  그러나 개인 범죄자의 경우에도, 재산을 겨냥하는 처벌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

나는, 범죄자가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공동체가 그 범죄자의 장래의 폭력 행위로부

터 보호받을 정당화되는 관심을 갖고 있을 때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징역이 정당화되며 법

원에 활용가능한 양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감성 및 권력 견제의 추정 때문에, 의회는 

징역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명료한 법적 지침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오

스트레일리아의 법률이 한 바이기도 하다. (e.g. Sentences and Penalities Act 1985 

(Victoria)). 더 나아가, 판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징역 외의 다른 수단이 왜 없는지 이유

를 제시해야 하며, 이 이유는 위반자가 상소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 처벌이 적합하지 않은 다른 상황은, 범죄자가 돈을 낼 수 없거나 내지 않으려고 할 

때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사회 봉사 명령을 선호한다. 범죄자는 주말 동안 복지 기관

에서 일하도록 명령된다. 이런 종류의 처벌은, 비록 범죄자의 영역을 침범하기는 하지만, 세 

가지 방식에서 징역보다 선호할 만하다. 첫째로, 그것은 지배영역에 덜 침해적이어서 절감

성의 추정에 의해 지지된다. 둘째, 그것은 비난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처벌은 범죄자가 한 일을 불승인할 유인이 가장 적은 이들 속에 넣어 사회로부터 고립시

키는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공동체 사회봉사 명령은 피해자의 필요에 지향되어 있

으며,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복원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범죄자의 재통합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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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질 수 있다. 

  전기 충격을 그라데이셔널하게 조절해서 범죄자에게 가하자는 주장이 있다. Graeme 

Newman (1983). (105)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첫째로, 개인의 신체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는 처벌은, 영역이나 재산에 대한 처벌보다 덜 절감적이다. 둘째로, 우리는 국

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도덕적 범례가 되는 위협적이고 잔인

화하는 결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는 전기 쇼크 처우와 투옥 모

두 (106) 강한 비난이라는 처벌 이유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징역은 

전기 충격보다는 하나의 더 나은 측면이 있다. 이것은 징역이 공동체를 범죄자의 위험한 행

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에 절감성의 원칙을 징역과는 화해시킬 

수 있는 반면에, 신체형은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3. 형사사법 체계 내의 상이한 부분인 체계에 어떻게 자원을 할당할 것이며 하나의 부분 또

는 하위 체계 (예를 들어 경찰) 내에서는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현대의, 잘 운영되는 경찰청에 대한 관념은, 그것이 쫓을 수 있는 범죄자의 일부만에 대

하여 적합한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우선순위

를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론은 이 관념을, 그러한 관념이 심각성의 척도로서 지배에 대한 위협을 사용하

는 한 지지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이론은 이론은 범죄 예방에서 얻는 지배 영역 이득을, 

경찰의 감시와 수사로 인해 잃는 지배 영역의 상실과 형량할 것을 함의한다. 이것은 전통적

인 경찰의 에토스로부터 래디컬하게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에토스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일이라면 무엇이건 전부 다 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 이런 에토스를 바꾼다는 것이 이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경찰의 책임성에 

관한 현대의 논쟁은 유용한 교훈을 준다. 공동체는 경찰의 두려움에 의해 tempered by 되

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우리가 지역 경찰이 그들의 지역 공동체에 자문 위원회 

및 시민 운영 위원회 (107)에 책임성을 갖도록 만드는 한, 경찰행정의 전망은 전반적인 지

배영역에 반응적이 될 것이다. 단순히 범죄 통제와 법 질서에 반응하기보다는. 시민 자유 

권익 옹호 단체들을 이러한 위원회에 대표를 후보지명하는 우선적인 공동체 조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경찰 책임성 기제가 될 것이다. 

  시민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권력 견제 및 사람들의 권리가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관

점에서도, 경찰에 대한 비판자로서 필요하다. 

  모든 형사사법 당국이 권리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자원을 보장받는

다는 제약이 충족되고 나면, 희소한 자원은, 전반적인 지배를 위해 최적인 방식으로 형사사

법 기관들 사이에 배분될 것이다. 우리는 (108)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경찰에 

가는 돈이, 비틀거리고 있는 직장 보건 안전 기준의 집행 활동이나, 소비품 안전 기구에 간

다면 많은 생명과 신체가 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Braithwaite and Grabosky 1985; 

Braithwaite et al. 1984). 또한 복원 추정의 관점에서, 우리는 희소한 형사사법 자원의 배

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상을 더 진지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자원을 받

음에 있어 아주 적은 몫만을 차지해왔을 뿐이다. 

  형사사법 체계에 얼마나 돈을 써야 하는가? 더 많은 지출이 지배영역을 증진하지 않고 중

립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지점 이상으로는 지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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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하에서는 항상 지출을 늘려야 하는가?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제도 역시 지배 영역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이

는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또, 지배 영역에 관련되지 않은 선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109)

4. 어떤 종류의 감시가 감수되어야 하며 또한 어떤 강도의 감시가 감수되어야 하는가? 

통상적인 무작위 순찰 활동은 비생산적이다. (Reiss 1971:95) 경찰 순찰 전략이 범죄율에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는 아무런 설득력 있는 증거도 없다. (110)

  또 새로운 감시 수단은 시민의 지배영역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은 경찰청에 침범할 수 있는 ‘자유’(지배영역) 예산을 부과하는 것이다.

  새로운 감시 기술수단에 의해 생기는 경찰 권력의 범위는 지배영역에 대한 침범의 척도에 

의거하여 보자면, 높음, 중간, 낮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사생활의 지배영역에 

새로운 간섭을 하는 힘이나 기술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은 이에 상응하는 지배영역의 비용

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힘이나 방식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111)

  반면에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범죄 예방일 경우에는, 인권 위원회나 시민 자유 예산은 경

찰이 범죄자들을 잡는 일을 해내는 데 오로지 방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경찰은 Reiss(1984)가 사회 통제에 대한 ‘순응’과 ‘억지’ 모델이라고 부른 것의 혼합을 쓴

다. 예를 들어, 경찰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진 병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경찰은 병을 빼앗고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도 있다. 그것은 순응 해결이다. 체포는 억지 해결이다. 절감성은 그러한 재량적

인 경찰행정에 우호적이다. 처벌이라는 목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경찰청은 지배영역에 기

여를 매우 잘못할 것이다. 

  Reiss(1984)는 경찰청의 많은 정책들이 억지에 의한 범죄 통제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지

적한다. 많은 거리의 경찰들은 그들의 상식을 이용하여 ‘순응’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데 말이

다. 이 비판은 일본 경찰 정책에 대해서는 덜 참이다. (Bayley 1976) 일본의 경찰 정책은 

억지보다는 예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경찰이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여겨지는 사

람들과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추론하고, 가족, 고용주, 지역 공동체의 비형식적인 사회 통제

의 촉매제(catalysts)가 되려고 한다. 그것은 비난(reprobation) 및 진정으로 복원

(reintegration)에 찬성하는 우리의 추정과 더 잘 들어맞는다.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지배영

역을 보호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시민성의 공화적 이상과 잘 어울린다. 

  그러므로 지배영역에 대한 관심(concern)은, (112) 기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에서

의 감시로부터 지역 공동체와의 자문에서 문제를 해결할 목적을 위한 감시로의 이동을 함의

한다. 도로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교차로(junction)에서 많은 교통 위반 딱지(traffic 

tickets)을 그저 발부하는 대신, 경찰은 지역 거주자들 및 도로 건설 당국과 회의를 소집하

여(convene), 교차로의 재설계를 토론할 것이다. 음주 상태에서 그 구성원들이 자주

(regularly) 운전하는 클럽의 바깥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경찰은 클럽과 협력하여 

서빙 직원의 개입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 있다. (Jacobs 1989: 139-47) 그리하여 클럽은 

바에서 책임있게 음주하는 것을 증진할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 본드 흡입(glue-sniffing) 문제를 갖고 있는 학교는, 적합한 약물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토론하도록 하는 타겟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공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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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정책실행은, 공동체주의적인 문제 해결을 촉진한다. (******숨어서 딱지 발부해서 국가 

수입 올리려고 하는 한국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시다!! 반복적으로 도로에서 사고

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가 일어난다면 재디자인이 필요하고,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

음을 크게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5. 어떤 사안이 범죄 수사의 타겟이 되어야 하며, 그 수사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혐의자를 표적화(targeting)하는 하나의 접근법은 단순한 반응적(reactive)인 것이다. 기관

은, 고소가 들어와야 움직이고, 지배영역의 심각한 침해 발생을 포함하는 고소에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한다. (반응 모델) 이것은 장점이 있다. 피해자의 지배영역 행사에 관련된 표현

에 반응하고, 또 공동체에 경찰행정을 더 책임성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경찰 치안유지활동(proactive policing)이, (113) 

효과적인 집행의 범위 내로 일부 유형의 범죄가 들어온다면 필요하다. 주도적인 집행 외에

는 어떤 것에도 가장 저항력을 보이는 영역은, 기업 범죄, 부패 그리고 사기다. 직업 보건 

및 안전 기준 위반자들, 환경 기준 위반자들, 내부거래자들, 그리고 탈세자들, 그리고 부패 

정치가들은, 집행 인력이 사무실에 앉아서 고소가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린다면 결코 파악되

지(apprehended) 않을 것이다. 주도적인 수사나 잠입 수사(undercover-위장수사, 첩보기밀

수사) 활동이 필요하다. 정보가 위반 행위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이다. 그러나 권력 견제의 추정은, 적어도, 더 침입적인 잠입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다고 사법부가 승인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출발점으로 Moore et al(1984)의 연구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찰의 표적화는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반복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 

범죄자들은 우리의 지배영역에 대한 주요한 위협을 부과하는 자들이다. 무어와 공동 저자들

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범죄자 인구가 가장 심각한 범죄의 높은 비율에 책임 있다는 

점을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한다.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분류 기준을 훨씬 세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폭력적인 거리 범죄로 적어도 두 번 이상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i) 그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폭력 범죄로 체포되었거나, 그 기간 동안 재산범

죄로 두 번 이상 유죄선고를 받았다. 우리는 이 접근법에 군력 견제의 추정이라는 견해에 

비추어 미덕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저자들의 연구의 다른 측면 역시 우리가 끌리는 측면이다. 그들은 명시적으로, 형사사

법체계의 한 부분과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문제는, 다른 부문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다

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114) 그리하여 그들은 위험한 범죄자들을 억지하기 위하여 양

형 기준을 변경시키는 것은 비교적 무익한 활동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위험한 범죄자

들은 현존 양형 관행에서도 너무도 이미 가혹하게 대우받았기 때문에, 형량을 더 올린다고 

해서 범죄를 억지할 가능성은 매우 사소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대신, 경찰의 수사 영역

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개선된 집중을 하면 범죄 억지의 여지가 개선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공화주의적 경찰행정 전략은, 첫째로 심각한 범죄 고소 수사에 우선성을 부

여하고, 둘째로, 심각한 화이트칼라 범죄와 위험한 범죄자로 표적화된 범죄의 주도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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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우선성을 부여한다. 그러한 전략은 ㅁ낳은 서구 국가의 현행 관행으로부터 급진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서구 국가들에서는 상당한 우선성이 마약 범죄 수사에 주어

지고 있으며, 통계상의 실적을 간단하게 올리는 쉬운 수사에 주어져 있다. (******* 아청법 

단속이나, 매춘 단속 등등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는 한국 경찰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의 추가적인 언급을 하자면, 첫번째 우선성과 관련하여, 이는 공동체의 두려움과 요

구에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핵심 이념으로 하여, 이는 경찰조직상의 실적 목표나 최대 억

지를 대체하는 최대 반응성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배영역의 주관적인 지식 요소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 

6. 어떤 사안이 기소되어야 하는가?

완전 응보주의자들에게, 기소 재량은 최대한 축소시켜야 하는 무엇이다. 즉, 일정한 심각성

의 정도와 증거의 질이 충족되면, 기소자는 공판으로 무조건 가도록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공화주의 이론으로부터는 기소 재량의 통제와 관련하여 훨씬 더 양가적인 태

도가 나온다. 가장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서조차도, 전반적인 지배영역은, 기소를 하지 않음

으로써 가장 잘 봉사될 수 있다. 절감성의 추정은, 불기소가 기본 입장(rest-position)임을 

의미한다. 탈리도마이도 사건을 다룬 저자 중 브레이스웨이드트의 연구(Braithwaite 1982a: 

752)를 보라. 독일에서 7명의 제조업자가 기소되었다. 5년 동안 질질 끈 복잡한 법절차 끝

에 (그 중 2년은 법정에서), 기소는 미국 달러로 3천1백만 달러를 텔리도마이드로 피해를 

받은 독일 어린이들에게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는 합의를 통하여 철회되었다. 언

론은 ‘정의가 팔려갔다’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검사들은, 탈리도마이드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들의 지속되는 비참을 고려해야만 했다. 제조업자들을 처벌하고 그 가족들이 또다른 9년동

안 비참 속에 지내는 것이 더 나은 결과였던가?

  앤드류 본 허쉬(Andrew von Hirsch)(1982:1170)은, 이 논문에 답하면서, 정의가 ‘팔려

가서’ 구부려져야 한다는 이념은 정말로 불쾌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응보주의자

와 결과주의자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 응보주의자에게 

기소는 진행되어야 한다. 결과주의자에게, 그 문제는, 그 절차의 유관한 결과들의 세부적인 

고려에 달려 있다. 한편으로는, 장래의 범죄를 막는 공공의 이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116)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지배영역에 기소의 유지가 갖는 영향이 있다. 결과주의 하에

서, 우리는 검사들이 이 어마어마한(awesome) 고려사항들을 형량할 재량을 행사할 최선의 

위치에 아마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결과주의는 실용적으로 반

응할 수 있지만 응보주의는 반응할 수 없는 것이다. 

  기소재량은 권력 견제의 추정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제기되는 기소 정책에 기대는 것을 생각해봄직하다.(Davis 

1969) 그러나, Baldwin and Hawkins(1984)에 따르면 낙관적이지 않다. 볼드윈과 호킨스

는, (117) 그러한 정책은 과거의 기소 관행의 패턴을 일반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것이라고 한

다. 그 정책은 검사들이 공공의 비판에 직면할 때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원으로 사용

될 것이며, 검사들에게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검사가 일정한 심각성과 증거의 적정성 수준을 넘는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할 때 서면으로 

이유를 쓰도록 하는 것은 견제의 한 방법이 된다. 

  (118) 응보주의는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벗어나는 것은, 애초에 규칙을 가지는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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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한다고 지적한다. (Galligan 1981: 157) 

  그러나 재량이 있으면 규칙을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은 난센스다. 만약 나를 속

일 작정으로 골프를 치는 친구와 골프를 치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를 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하여도, 골프에서 규칙을 갖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옥스포드 연구자들은, 영국 오염 당국에 의해 표집된 폐수의 30퍼센트가 기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만, 8년 동안 단 한 건의 기소도 제기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Richardson et 

al. 1982: 124) 환경 오염 규제는 몇몇 기소가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이 데이터로부터 

법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옥스퍼드 연구자들은, 기소를 하지 

않는 영국의 환경 정책 집행이 오염을 감소시키는데 적당히(modestly) 효과적이었다고 시

사한다. (Hawkins 1984; Vogel 1986도 보라) 

  따라서 언제 기소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화주의적 결과주의와 응보주의 사이에 선명한 구

별선을 강조한다. 절감성의 원칙에 따라, 공화주의 (119) 이론은 말한다: 그 기소의 결과로 

지배영역이 전만적으로 증가한다고 믿지 않는 한, 기소하지 마라. 완전 응보주의자는 말한

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항상 기소하고, 이 원칙을 절충시키는 어떤 누구에게도 그 기소가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워라. 공화주의의 입증 책임은 기소를 찬성하는

쪽에 있지만, 응보주의의 입증책임은 자비의 옹호자에게 주어진다. 

7. 공판전 의사결정(pretrial decision making)은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 기소와 유죄인부

협상, 완전 면책과 부분적 면책, 보석과 미결구금(pretrial detention)에 관한 결정들은 어떻

게 내려져야 하는가?

 

완전 응보주의자는, 유죄인부협상, 그리고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대가로 면책

을 인정하는 것은 그르다고 한다. 공화주의자에게는, 그러한 관행들이 지배영역을 전반적으

로 증가시키는 것을 약속하는 한 옳다. 다만 권력 견제를 찬성하는 추정은, 그러한 권한의 

행사가, 변덕이나 부패를 경계하도록 제약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협상과 면책

은, 예를 들어 치안판사(magistrate)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석이나 미결구금에 관한 응보주의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치의 

유일한 정당화는, 응분이 아니라 결과에 의거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화주의적 견해는, 결과주의적 고려사항에 의거하여, 위험한 범죄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이

들은 일반적으로 구속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절감성의 근거에서, (120) 석방에 찬성

하는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정책은 전반적인 지배영역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물론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는 이의 문제가 있다. 이 악을 완

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택구금이나 호텔 스타일의 수용시설에의 구금을 주장하며, 또한 이

후 무죄가 선고된(subsequently acquitted) 피고인에 대한 보상의 지불을 주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사법 당국이, 미결구금을 추구하는 데 절감적일 유인을 제공해주며, 실제로 구

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신속한 재판에 우선성을 부여할 유인을 주게 된다. 절감성은 따라서, 

무고한 이의 권리를 공판전 단계에서 진지하게 대하는 상당한 비용을 완화시킨다. 

8. 어떠한 판단 절차가 유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가?

권력 견제의 추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함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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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공화주의 이론은 이러한 비용

에 대해 그 이득을 형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장에서 논하였듯이, 지배영역을 존중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손을 묶어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

하여 생각하지 못하여야 한다. 그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의를, 만일 모든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공정한 청문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 공동의 지식(a matter of common 

knowledge)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지배영역에 가해지는 손상에 향하도록 한다. 만일 재판

의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그 이론이 허용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더 적은 수의 기소와 더 

적은 재판 뿐이다. (121)

  그러나 모든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부

유한 국가에서도 조립 라인 같은 하급심이 그러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급심에서의 형식적인(perfunctory hearings) 청문에 기초한 유죄의 선고

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정말로 어떤 나라라도 포기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제

안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결과주의 이론의 장점 중 하나는, 그 이론이 이 문제에 대해, 재정적 현실이 정의

를 실현되지 않은 이상으로 만든다는 것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응보주의 이론가들에게 

활용가능한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접근법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한 결과주의적 

분석으로 Feeley(1979)의 연구는, ‘절차가 처벌’이라고 한다. 하급심을 거치는 대부분의 범

죄자들에게, 가장 유형적인 결과는, 그 법원에 의해 부과되는 처벌이 아니라, 그 절차로부터 

따라나오는 결과다. 평균적으로, 이 하급심에서 절차를 겪는 범죄자들은 선고의 결과로 부

과받는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절차를 거치면서 구금된다. 그리고 그들은 부과된 벌금보다 

더 많은 돈을 변호사, 보석, 그리고 노동일 상실을 통해서 잃는다. 

  이로부터, 범죄자가 경한 범죄로 상당힌 경한 선고의 전망에 직면할 때에는, 빠르고, 값싸

고 다소 비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에게 더 이익일 수 있다는 결론이 따라나온

다.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재판을 거치지 않

고 포기하는 것이 지배영역에 있어 덜하지 않다면 약식 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122)

  그러나 공정한 재판이 단순히 정확한 평결을 낳는다는 점에서만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비

난과 복원에 찬성하는 추정도 작용한다. 즉, 재판의 도덕적 추론과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서 

가해자가 후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자신이 공동체에 의해 

비난받을 만한지에 관하여 이유에 기반한 설명을 제시한다. (122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

지)            

 (123) 지배영역 보호에서 공동 지식이 하는 역할에 비추어, 판결의 공정성을 시민들이 어

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공정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여

기지 않는다면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지각에 대한 연구가 형사절차

에서 지배영역의 주관적 요소를 보호하는 지침이 된다. (124) 

9. 재량의 한계 내에서, 어떤 양형이 유죄로 판단된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하는가? 신응보주

의자의 큰 기여 중 하나는 사회복귀(rehabilitation)의 추구에 의해 지도되는 처벌이 지배영

역에 갖는 위험을 드러낸 것이다. 소비에트가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었듯이, 처벌과 결합된 

사회복귀보다 더 전체주의적인 것은 없다. (Cohen 1985) 처벌은 재산과 영역에 대한 간섭

에 제한되어야 한다. psche를 재배열하려는 강제된 시도는 시민들이 그들의 인신(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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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권리에 대한 간섭이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자들은 그러한 노력을, 불

승인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사회복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요청한 범죄자들에게 그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데 대한 반대가 아니다. 또한 범죄 기업의 경우 강제된 사회복귀

(rehabilitation)을 배제하는 입장도 아니다. 경영 재구조화 명령은 법을 어긴 조직에 대하여 

허용되는 선고여야 한다. 사회복귀는 개인보다는 범죄 기업의 경우에 더 존속가능한 교설이

다. 왜냐하면 정신에 대한 강제적 재조직화보다 경영구조에 대한 강제된 재조직화는 덜 억

압적이기 때문이다. (Braithwaite and Geis 1982) 

  범죄 기업을 제외하면, 인신 지배 영역 불간섭 권리로부터 나오는 지침은, 범죄자를 더 

잘 사회복귀시킨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형량이 결코 선고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25) 

역으로 절감성의 원칙은 더 우월한 사회복귀의 전망을 근거로 더 경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

은 허용가능함을 함의한다. 후자의 경우는, 감옥이 자유롭게 선택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에

는 최악의 장소임에 비추어 물론 흔한 상황이다. 감옥에서 범죄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

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복귀가 불법적인 일 대시네 합법적인 

일을 계속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범죄자에게 직업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은 가장 사회복

귀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 양형의 이유는 무력화다. 우리의 이론 하에서는 의회가 허용한 최대 선고량을 다 

산 범죄자는 그러한 어떠한 고려사항에 의해서도 압도될 수 없는 석방에 대한 권리를 갖는

다. (126)

  억지는 형벌 양형과 전통적으로 연관된 세 번째 함수이다. 실증범죄학은, 적어도 현재까

지는, 처벌의 수준이 상이한 억지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

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논할 바와 같이,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범죄가 증가하리라고 믿을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처벌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억지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견해를 지지

할 증거는 거의 없다. 설사 범죄학이 판사들에게 6월 징역형이 3월 징역형보다 평균 15퍼

센트 더 많은 억지를 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개별 사안에서는 거의 쓸

모가 없다. 우리는 감옥이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들고 늙은 사람에게 더 고통스러울 가

능성이 높으며, 또 아기와 떨어져야 하는 모에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며 여자같이 생긴 남성 

십대가 강간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안다 등등. 

  그렇다면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판사에게 상이한 처벌의 추정적 억지 효과의 비중을 잴 

아무런 지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그들이 다른 이유에서 처

벌을 이따금씩 부과한다면 얼마간의 억지를 공동체가 누리는 것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예

를 들어, 무력화의 이유 같은 것에 의해서 말이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만일 범죄를 저

지른다면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뒤르켐은 처벌의 네 번째 이유의 탁월한 이론가였다-도덕 교육. (127) 우리는 우리가 받

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범죄가 그저 그른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비난과 복원의 추정은, 처벌의 형태로서 손해의 배상(restitution)을 선호

하도록 한다. 

  형사 제재에서 도덕 교육의 목적에 대한 기여는, 선고에 있어 사법부의 창의성이 어느 정

도 발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응보주의자들로부터 반론을 받는다. 그들은 동일한 

잘못에 동일한 선고가 내려지는 비례적 척도에 따라 양형이 순서지워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12월의 징역이 1월의 징역보다 12배 고통스러우리라는 어리석은 가정을 수고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비례성 척도는 항상 대략적일 것이며, 우리는 어떤 것은 숫자가 결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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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어떤 것은 숫자가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징벌적 요소에 

의해 감금에 대한 대안이 되는 상이한 유형의 처벌을 순서지우는 방법들이 있다. (Freiberg 

and Fox 1986; Wasik and von Hirsch 1988) (128)

  우리는 그 범죄가 심각한 종류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공동체에 주기 위하여 모든 심각한 

유형의 범죄를 가혹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는, 몇몇 사안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 메시지를 받을 만큼 충분히 지성적이다. 한 레스토랑이 

오염된 음식을 판 죄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기사의 도덕적 교육 충격이, 멀리 떨어진 법정

에 모인사람들에게만 발표되는 열 건의 선고보다 더 크다. 

  강제된 사회복귀라는 개념은 역겨운 것이다. 그리고 판사가 그들이 부과하는 상이한 양형

의 상이한 억지 효과를 측정하려고 할 아무런 준거점도 없다. 판사들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들은, 범죄자의 교육, 그리고 공동체 전반의 교육, 그리고 (129) 범죄자의 무력화에 의한 공

동체의 보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복원(reintegration)이다. 

  이 고려사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처벌에 반대하는 추정에 의하여 선

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처벌 없는 선고를 빈번하게 할 것이다. 또는 징역이나 벌금 

대신에 보호관찰을 부과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그들은 범죄자로부터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다는 점, 그리고 비난을 받는다는 점, 그럼에도 법원에 의해 자비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것을 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관련된 공동체가 지배 영역 문제를 다룰 수 있도

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만일 범죄가 풋볼 클럽의 탈의실에서 발생한 폭행이

라면, 클럽 구성원들과 간부들은, 경기 참가자들이 통제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게끔 법원

의 관리를 만나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다. 폭행이 가정 내에서 발생되었다면, 가족 구성원들

이 소환될 것이다. (130)

10. 선고된 형은 교도소, 보호관찰, 그리고 가석방 당국에 의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가?

교도소 행정가들은 그들의 제한된 자원을 지배영역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보안에 대한 지출을 통한 공동체의 지배영역에 기여하는 것과 수감자의 지배영역을 

증진시키는 지출 사이의 맞교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131)

  이와는 대조적으로 범죄 예방 이론은, 교도소 벽에 추가적인 날카로운 칼날이 뾰족뾰족 

붙은 철망을 설치하는 것보다 수감자에게 더 나은 음식을 제공하는 데 자원을 쓰는 것을 정

당화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응보주의자들에 반대해서는 아니지만, 예방주의자들에 반대하여, 공화주의자들은 수감자

들은 그들의 형 선고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권리만이 박탈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징역

이라면, 그 권리는 본질적으로 이동의 자유다. 왜 범죄자가 투표나 신문을 읽을 권리 같은 

다른 민주적인 권리도 박탈당해야 하는가? 공화주의자들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 범죄

자들은, 다른 이들의 지배영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유 박탈만이 명시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 절감성의 원칙과 교도 행정가들의 권력에 대한 견제 원칙 모두, 추가적인 자유 박탈

이 그르다고 의미한다. 예방주의가 갖고 있는 충족불가능성(insatiability) 문제의 일부는, 그

들이 교도 행정가들이 수감자들의 신문을 읽을 자유를 변덕스럽게 박탈하는 것을, 그들의 

감옥 경험을 더 억지적으로 만든다는 이유에서 옹호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관행은, 특히 권력 견제의 추정에 비추어 심사했을 때 악명높을 정도로 결함이 있

다. 교도 행정가들은, 권리 존중이라는 제약에 구속받는 경우가 드물다. 당국 바깥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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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옴부즈맨 같은 사람들이, 수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옴부즈맨은 수

감자들의 불평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교도 행정관에게 석명을 요구할 것이다. (call prison 

administrators to account) 

  만일 무력화가 투옥이라는 비절감적인 제재에 기대는 유일한 이유라면, 가석방은, 판사가 

투옥의 이유로 서면으로 쓴 것에 관하여 여건상의 변화가 있다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자

신의 아내를 죽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었다. 또

는 고질적으로 우울한 살인자가, 그의 주기적인 폭력성향의 분출 때문에 감금되었으나 감옥

의 정신과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되었다. 완전 응보주의자에게, 가석방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는 응분의 선고된 형을 자의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정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절감적인 결과주의자에게는, 응보 이외에는 어떤 더 나은 이유도 없는

데 인간을 감옥에 넣어두는 잔인한 일을 하는 것은 그른 일이다. 그러므로 정의는, 공동체

의 나머지 구성원들의 지배영역을 보호하는 것과 일관된 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감옥 밖

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석방 (work release-[외부 취업](죄수가 낮 시간 동안 교도소 밖으로 노동을 하러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학업 석방(study release) 그리고 특별 휴가(compassionate 

leave -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시 받는 것))(132)는, 수감자가 주기적인 석방의 감독 하에

서 신뢰될 수 있을 때 격려되어야 한다. 비록 무조건적인 석방으로 신뢰되어서는 안되지만 

말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공동체 복귀의 복원의 점진적 수단은 수감자의 가석방을 심사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32) 여기서도 우리의 공화주의적 논리는, 응보주의의 논리와는 매

우 다를 가능성이 높다. 교도소에서 좋은 행실을 이유로 한 형은 감면은 응보주의자에게는 

정당화하기가 또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응분의 형에 편차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화주의적 결과주의자들에게, 그러지 아니하면 감옥에서 만연할 폭동과 혼돈은, 그

리고 교도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수감자들과 교도소 간수들에게 수반되는 모든 고통과 함

께, 좋은 행실을 이유로 한 형의 감면의 유지(retention)을 정당화한다. 

(137)

공화주의 이론의 실행 

현실 세계 정책 선택은 통상 현 상태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선의 가

능 체계인 유토피아적 비전을 실현하는 혁명적 변화는 드물게만 실행되거나 결코 가능하지 

않다. 점진주의(incrementalism)이 정책 결정의 최선이냐 아니냐는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주제이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는 점은 거의 다투어지지 않는다. 

보통법은 예를 들어 한 의미에서 구조적으로 점진적이다.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 세계에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은 제한된 용도만을 가

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론이 점진적 변화의 실용적 정치에 어떻게 

적용될 시ㅜ 있는지를 보이도록 하겠다. (138)

  처벌로 인해 생기는 확실한 지배 감소의 비용에 비추어, 처벌로 인해 얻어지는 지배 상승

의 이득은 불확실하다. 이는 처벌의 상향에 반대하는 추정을 함의한다. (139)

  

범죄의 원인에 관한 경험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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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지출(경찰행정, 처벌, 교도소 운영)과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문헌은 엄청나게 많

다. 우리는 그 문헌들을 여기서 요약하려고 하지는 않고, 대담하게 그 증거의 상태에 관한 

입장을 서술하겠다.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은, 이 입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상당한 조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지출 및 간섭의 정도에서의 편차가 범죄율에

서 실질적인 편차를 야기하였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현 상태에서 작은 정

도로 변경하는 것이 범죄의 수준에 여하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처벌을 

강하게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이론은 정책 결과상의 데이터에서 그 이론의 유효성을 입증

하는 것을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140()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한계적 변화가 범죄율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합

의가 있는 만큼, 형사사법 체계 자체가 제거된다면 (경찰도 없고 법원도 없고 감옥도 없다

면) 더 많은 범죄가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다. 우리는 이 두 명제 모두를 받

아들인다. 이 두 명제를 함께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가 도출된다. 우리는 형사사법 체

계에의 지출을, 범죄율에 미치는 다른 영향을 통제하고 난 뒤에 탐지가능하기에 충분한 범

죄의 역효과를 산출함이 없이,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에 미치는 결과가 분명해지는 역

효과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무한정 감소시킬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우리는 범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일정한 수준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확신을 갖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개입의 감소불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이 있다고도 확신을 갖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추가적인 감축이 범죄의 피해자의 지배영역을, 납세자, 

증인, 피의자의 지배영역이 증가되는 분보다 감소시키는 정확한 지점에 관하여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점진적 감축 전략 (The Decremental Strategy) 

이에 형사사법 체계 점진적인 감축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며 또한 그 이론에 따르면 옳다

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은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에 의해 침범된 지배영역에 보호의 추가적

인 증가를 야기하면서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의 지배영역이 그러지 아니하였더라면 

유지되었을 정도보다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인 감소는 

결국 추가적인 체계 감축이 범죄를 증가시키는 지점에 이를 것이라고도 추정하므로, 우리는 

범죄율에 대한 감축의 누적적 효과를 감시해야 한다. (141)

  즉, 점진적 감축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효과에 대한 가장 유용한 피드백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지역별로 실시함으로써 대조구와 실험구를 설정하는 등등으로. 

  

(148) 무엇이 옳은 처벌인가?

처벌이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엄해야 하는지(how severe)?

  신응보주의자들은 공리주의자와 예방주의자들의 최적 제재에 대한 연구들을 설득력 있게 

파괴해왔다. 감옥에서의 사회복귀(rehabilitation)이 심지어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작동한다는 증거가 없다. 범죄자들이 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얼마나 오래 동안 갇혀 있어

야 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우리는 처벌의 엄함을 위험의 

예측에 기초하여 배분할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하게, 신응보주의자들은, 최적 억지 제재를 미

리 구체화하는 처벌의 상이한 수준을 정하는 것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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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성될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섬을 보여주었다. 더군다나, 공식적인 국가 처벌의 상이한 

수준이 범죄행위에 애초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의심할 좋은 근거들이 있다. 

  고전적인 스타일의 응보주의자들은 한 때, 무엇이 옳은 처벌인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을 

갖고 있었다. 눈에는,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그러나 신응보주의자들은 올바르게도, 탈리

오법칙 (lex talionis -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

복의 법칙) 역시 공격해서 망가뜨렸다. 강간범, 뇌물 공여자, 환경 오염자들의 경우에는 그

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될 수가 없다. 불운하게도, 신응보주의자들

은 이에 대한 이론적 대체물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닞, 상이한 범죄에 대한 처벌

은, 범죄자가 끼친 해악과 범죄자가 그 해악을 끼친데 대하여 비난가능성의 정도(degrre of 

culpability)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야 한다고만 말할 뿐이다. (Nozick 1974, 1981) 

(149)

 끼친 해악과 비난가능성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의 등급을 매길 수 있게 하고, 그 범죄들 사

이의 간격도 등급을 매길 수 이게 해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들치기(상점에서 물건을 훔

치는 것shoplifting)와 강도 사이의 간극은 폭행과 살인 사이의 간극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

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확한 응보주의 처벌의 집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

요하다. 필요한 바를 체계적으로 열거해보자. (****)

1. 모든 범죄의 해악과 심각성에 대한 적합한 척도. 예를 들어 100달러를 훔치는 것은 10

달러를 훔치는 것보다 두배로 심각하다. 1000달러를 훔치는 것은 100달러를 훔치는 것보다 

10배 심1각하다 등등. 

2. 비난가능성과 책임의 척도. 이를 통해, 예를 들어 잭은 그 범죄의 책임 수준이 50퍼센트

이고 짐은 100퍼센트라고 말할 수 있개 해주는 그러한 척도. 

3. 심각성과 비난가능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단일한 응분 계량척도로 한원시키는 전략. 이를 

테면 Nozick(1981)의 제안처럼 해악 곱하기 책임 하는 것. 

4. 처벌의 척도. 이를 통해 예를 들어 5년 징역은 1년 징역보다 5배 부담이 되고, 1년은 1

달 징역보다 세 배 부담이 된다 등등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척도. 

5. 범죄와 처벌 척도의 척도를 대응시키는 전략. 

첫 네 요구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다양한 정도의 만족 수준에

서 해결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섯번째 요건이다. 우리가 가장 경함 범죄(least 

serious crime)을 규명한다고 해보자. 그러한 범죄에 우리가 대응시킬 처벌은 무엇인가? 

10달러를 ㅊ훔친 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 무엇일까? Von Hirsch (1985)는 ‘닻내리기 

지점’ 문제는 응보주의 이론에 의거해서는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격자의 눈

금!!!!!****) 그는 그 문제를 억지 및 감옥 체계의 능력과 같은 결과주의적 관심사가 닻 내리

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우리는 (150) 

이미, 억지 문헌이 우리로 하여금 최적 억지 처벌을 설정하는 데 지침을 줄 수 없다는 결론

에서 동의하였다. 우리는 예방주의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이론의 타고 남은 재 위에 새 이

론을 건설하면서, 재를 긁어모아 새 구조에 그러한 근본적인 지주(prop)로서의 지위를 줄 

수 없다. 그 밖에도, 감옥의 능력은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언제 옳은가를 결정할 

기초로는 자의적이다. 우리는 연방 구조 내에서라도 X주가 단지 여분의 감방이 많다는 이유

로 X주의 처벌이 Y주의 처벌보다 두 배나 가혹하다는 점을 문제로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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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einig (1973)은 처벌 수준의 기초로 비자의적인 기초의 가능성을 탐구하여 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Davis 1983)을 보라. Kleinig의 분석은, 그러나, (자의적인) 추정에 의존하

고 있다. 그 추정이란 가능한 가장 최악의 범죄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무거

운 처벌을 마땅히 받을 응분이 있으며, 가능한 가장 경함 범죄는 가능한 가장 경한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가정이다. 우리에게는, 가능한 가장 경한 처벌은, 사법부의 질책

(judicial reprimand)다. 다른 이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처벌은 

사형일 것이다. 어느 것도 감옥에서 마땅히 보내야 할 날을 계산하는 척도로 유용한 극단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크라이닉에게 유리하게, 징역 1일을 가장 가능한 경한 처

벌이라고 보고, 종신형을 가장 무거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처벌로 설정하여 보자. 추상적

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아마도 종신형에 아무런 도덕적 반대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의적인 견해는, 과거에 범해진 어떠한 범죄도 종신형을 결코 받

을만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일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감옥에서의 1일 징역은 가

장 경함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할 수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응보주의가 범죄의 척도를 양형의 권고 척도로 번역하는 단일한 비자의적인 방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단순한 사실이다. 

  우리의 결과주의 이론은 양형의 옳은 척도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첫째로, 

우리의 결과주의 이론은, 여하한 범죄에 대하여도 최소 하한 제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

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절감성의 원칙은 자비와 화해를 권고하기 때문이다. 그 지배영역이 

처벌에 의해 전반적으로 더 잘 보호되리라고 믿을 만한 좋은 근거가 없는 한. 둘째로, 우리

의 이론은, 최대 상한 형량을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상한 형량은, 형량 감축과 

모니터링이 범죄 수준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탄탄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감축

과 모니터링이라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내려가야 한다. (151) 최대 상한 제재는 우리가 전반

적인 지배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다고 경험적 증거가 

보여주는 지점 전까지 낮은 것이다. 

  비판자들은 실증 자료가 어떻게 보이냐고 한다. 범죄율이 안바뀌면 변화 없는 것으로 간

주하면 된다. 만약 범죄율이 바뀌면 학문적으로 확립된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152)

  물론 우리의 모니터링의 정교함과 정보의 전달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개혁으로 초래된 범죄 증가나 감소를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다. 그러나 그리하여도 이 이론적 입장이 공리주의적 경제 정책가나 이윤 극대화 사업 경영

자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상충하거나 모호한 데이터가 있을 땡 ㅓ

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형량을 더 낮추라는 것이

다. 즉, 입증될 수 없는 범죄 통제상의 이득이 없는 한 더 침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확실

한 악을 감수하는 것은 그른 일이라고 알려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응보주의 개혁가를 살펴보라. 응보주의 개혁가는 우리의 단순화 원칙의 

이점을 누리지 못한다. 응보주의 이론은, 올바른 절대적인 처벌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비중

을 부여할 아무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형량을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된

다. 처벌 증가를 옹호하는 점진주의는 응보주의 이론에 의거해서는 처벌의 감소를 주장하는 

점진주의와 똑같은 정도로 변호가능하다. 그리고 설사 응보주의자가 점진적 감소에 정말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감소가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렴지점을 알려줄 가망성이 

없다. 반대로 완전 정보 세계에서는 상이한 공화주의자들은 동일한 처벌 수준의 지지에 수



- 41 -

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세계는 가능하지 않지만, 논점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세계에 더 가까이 접근할수록, 공화주의자들은 합의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다. 반면

에 응보주의의 추정의 자의성을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리 많은 정보도 소용이 없다. 

(153) 판사들 등 정치적 행위자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부시스템 모니터링 없이 실행함

은 위험하다. 그들은 선별적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범죄를 증가시키

지 않았는데 형량 감축이 범죄를 증가시켰다는 수사가 공동체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러

므로 점진주의적 감축은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형식주의의 오류를 피해야 한다. 우리는 형

사사법 행위자가 하는 일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에 묶여있지 않다. 그것은, 그 관행이 우리

가 바라는대로 변화하게 될 구체적인 역사적 여견에서 드러난 논리와 인센티브에 반응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아름다운 이론과 추한 실천

갑 이론에서는 A, B, C, D를 추천하고, 을 이론에서는 W, X, Y를 추천하고 갑 이론과 을 

이론은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해보자. 그러나 로비의 결과로 최악 조합인 A, B, Y 와 Z가 

함께 시행되면 이론상 얻고자 했던 결과는 전혀 못하고 부작용만 나을 수 있다. (154)

  형사사법 체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다. 그런데 우리 이론의 관점은 상호의존적인 

정책 패키지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적응적 과정을 허용한다. 책임성과 모

니터링하는 점진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정치 전략으로는,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하거

나 하는 일을 계기로 점진주의의 결절점들을 밟고 나아가야 한다. (155)

  포괄적 규범 이론이 없으면 분석 없는 정치적 실용주의에 빠진다. 무이론적 실용주의는 

비실용적이다. 우리의 이론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면서도 점진주의와 모니터링 책임성으로 

인해 유토피아주의도 아니므로 최고일세. 

8장 응보주의: 열등한 이론

우리는 포괄주의가 하부체계 이론보다 낫고, 결과주의가 비결과주의보다 낫다고 하였다. 과

녁은 논란 없고 안전화하며 충족될 수 있다. 이 과녁은 지배영역의 증진이다. 점진적 투쟁

의 현실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응보주의의 특징은 제약을 옳고 그름의 근본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응보주의는 그 

제약을 정당화하고 정교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157) 

  i) 왜 처벌하는가 ii)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가 iii) 얼마나 처벌해야 하는가. 공화주의 이론

은 i) 지배영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ii) 유죄인 사람만 처벌 (왜냐하면 지배영역이 위험에 빠

짐) iii) 지배영역을 증진시키는 한 최대한 적게 처벌. 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그런데 응보주

의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대답들은 공화주의의 답보다 덜 만족스럽다. 공화주의 이론은 응보

주의의 홈그라운드에서조차 응보주의를 패퇴시킨다. 

왜 처벌하는가? 

답 1: 내제적 응보주의 . Honderich (1984). 죄지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일은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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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는 것이다. 논거1은 반대논거가 없다는 것이고 논거2는 공동체에 의해 이 신념은 광범

위하게 수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논거1은, 의도적으로 타인이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은 나쁜 일이라는 신념이 있다. (은밀한 

교도관의 사고실험*** 아니라도 현실에서 죄수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각기병에 걸리게 하

면 좋은가) 논거2 반박 - 경험적 증거가 없다. 물론 어느 정도는 지지하겠지만 그렇게 노골

적으로 그걸 단일한 논거로 들지는 않을 것이다. 

   답2- 이득과 부담의 균형이라는 관념을 드는 것. (158) 범죄에 의해 생긴 불균형을 처

벌을 통한 상쇄로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Sadurski (1985: 225)

  반론 1- 법준수가 항상 부담은 아니며 범죄가 항상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균형이론가

들은 범죄자들은 제약되지 않은 자유를 누렸다는 점에서 이득을 누렸다고 한다. 

  반론: 살인 안하는 것이 진짜 큰 제약인가? 살인 무제약이 내부자 거래보다 그렇게 이득

이 되나? 우리 대부분은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저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인하

고자 하는 이해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Herbert Morris는 이득과 부담 접근의 선도적인 옹호자였는데, 지금은 ‘처벌에 대한 후견

주의 이론’을 주창하고 있다. 한마디로 처벌이 부담이 아니라 혜택이라는 것이다. 범죄자가 

범죄와 관련된 악을 깨닫게 해주니 좋다는 것이다. 처벌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니

까. (159)

  이건 이득과 부담을 혼동시키는 이야기다. (요약자 - 그러면 뉘우치지 않은 범죄자는 감

옥에 오래 있을수록 범죄자 자신에게 엄청엄청 이득이겠네.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나. 도

덕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파인버그가 이미 

상세히 논증한 바 있다.) 

  사둘스키는 선택지가 더 많은 것이 이득이라고 한다. 그러나 화성에 날아가지 못하는 것

은 부담이 아니며 그러한 의미에서의 일부 부담은 실제적 중요성을 가지나 일부는 그렇지 

않다.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긴다고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 걸 누렸다고 가두는게 

말이 안된다. 

  특히 부와 권력의 큰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처벌을 통해 회복되는 부담은 균형에 

맞지 않다. 극빈자(pauper)를 처벌하는 것이, 백만장자를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득과 부담의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회복될 균형 자체가 결코 없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자기 제약의 호혜적 책무는 실제로는 거의 호혜적이지 않다. 아나톨 

프랑스는 이 점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인용된다. 다리 아래에서 잠자는 것, 거리에서 구걸하

는 것, 그리고 빵을 훔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신성하

게 금지된다. 반대로, 기업과 그 경영자들은 극빈자가 지지 않는 자기 제약의 부담을 지기

도 한다. 그것은  주가를 조작하지 않고, 불안전한 생산물을 만들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 

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의 부담이다. 강간을 하지 않을 부담은 언제나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큰 부담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답3: 헤겔주의적 설명: 처벌이 불법을 상쇄하여 현상태를 복구시킨다. 행위자체를 상쇄시

키지는 못하지만 (160) 불법자와 피해자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거짓 신념을 없앤다. 범죄를 

일종의 노예제로 보고 처벌을 노예주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본다. (Murphy and 

Hampton 1989: 130) 

  이 관념은 일부 폭력 범죄에는 들어맞지만,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의 횡령 배임

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배임한다고 피고용인이 노예주가 되나. 탈세가 국가에 대한 탈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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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월성을 보여주는가? 스스로 쓰레기라고 보는 마약 중독자는 어떤가. 피해자가 평등한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무효화한다는 주장도, 출발점이 불평등인데 보존되어야 하는 평드

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Lord Denning (1984)는 처벌의 궁극적인 정당화는 억지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강조된 

비난이라는 점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결과주의적인 근거에서 옹호된다. 그런데 von 

Hirsch(1985)와 Nozick(1981:363-97)의 해석은 범죄 행위의 비난이 그것이 초래하는 선

한 결과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좋다고 한다. 이것은 내재적 응보주의보다는 덜 

문제가 되는 이념이다. (161) 그것은 화해되어야 하는 그와 반대되는 다른 직관이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건 응보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종류의 처벌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 비난은 

처벌의 비례성에 의해 가장 잘 확보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동체의 보도, 또 주위 사람들에

게 알려지는 것에 의해 비난의 확인이 비중이 주어진다. 두달이나 여섯달이나 비난이 실제

로 이루어지는 바에 관하여는 차이가 없다. 거기다 가둬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비난을 

추가적으로 침식한다. (162)

  중범죄의 10%만 판사와 배심원을 본다. 대부분은 공동체의 비판에 직면하지 않는다. 협

상하거나 관료적으로 운명이 결정된다. 법적 절차나 논증은 피고인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나서고 조립라인처럼 사건은 처리된다. 

  공식적 처벌이 비난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범죄학의 강력한 전통이 존재한

다. 비난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형사적 정의를 공식화하고 전문화할 때 공동체는 

규범을 명료화할 교육적, 담화적 기회를 박탈당한다. 처벌 전략은 규범 준수의 문화적 헌신

을 침식한다. 설득과 교육이, 사업의 하위문화가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라나는 위험을 최소

화한다. (163)

  전문가가 형사사법을 다 알아서 할 때,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비난의 책무를 다하지 않게 

된다. 처벌적 사회가 아니라 사회통제를 도덕화해야 한다. 처벌이 아니라 비난적 사회 통제

의 비공식적 분야로 그러한 사회통제의 기능이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난에 

의한 응보주의는 왜 처벌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 

  노직이 말하는 절연되었던 가치와 연결시키는 기능은 처벌이 아니다. 소통과 도덕적 추론

이다. 

  (Ten 1987:45)의 인용문 “만일 응보주의 처벌을 받는자가 단순히 그가 다른 사람들이 

그가 한 일을 잘못한 일이라고 여긴다는 이유로 그가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처벌

받는다고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처벌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

냐하면 우리는 확실히, 범죄자가 적합하게 강한 어조로 언어적으로 그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도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4) 수감기간과 비난의 상관 관계는 낮다. 오히려 비난은 i) 체포 구속 여부 ii) 유죄 선

고 여부 iii) 미디어의 보도 iv) 아는 사람의 참석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응보주의의 처벌 이유에 관한 세 답 모두 틀렸다. 

  결과적으로 제약 존중 결과주의로 흐른다. (165)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제약의 이유를 안대면, 제약 존중이 자의적이 되고, 제약 존중의 

이유를 대면 결과주의가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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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처벌하는가? (167)

처벌 배분의 전반적 목표에 비추어 나쁜 결과를 낳는 응분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169) 지배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결과주의적 전제에 서지 않고서는 자비를 베푸는 것

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설득력이 없게 된다. 

  왜 유죄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하는가에 관하여, 위반자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

울 그의 권리주장을 포기했다는 논거를 응보주의자를 댄다. 그러나 Burgh(1982:198)가 지

적했듯이 이 주장은 숨겨진 전제가 있다. 누군가의 권리 위반이 자기자신의 권리 상실을 정

당화하기에 충분하다는 전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필연적으로 그 

자신이 고통을 겪지 않을 권리의 상실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그렇다고 믿는 

것은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 형법(lex talionis)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

의 눈을 빼앗는 권리 위반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내 눈을 뺐을 수 있다는 것이다. 

  Hart 1968:44-7은 법을 지키든가, 아니면 법을 어겼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함으로

써 이러한 권리 침해와 권리 박탈의 상호성을 해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Burgh는 이 시나

리오는 도망치면 맞는다는 테러리스트의 협박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사전의 선택지 고

지와 결과 고지가 처벌을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공정하

다는 이유에서 처벌을 배분함으로써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다. 

  이 결론에 대하여 분명한 반론이 있지만 그것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 그 반론이란 테러

리스트의 피해자는 그녀가 얻어맞게 된다는 규칙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

주의 법률은 그 시민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

다. 강간범은 그가 강간죄 제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고 (170)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법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입법되어 있었다. (결국 강간범을 처벌하는 것과 

배교를 처벌하는 것의 규칙 내용의 이면에 놓여 있는 이유가 중요하지, 그걸 다수가 선택했

으니,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하는 식으로 논리를 어거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무런 말이 되

지 않는 소리인 것이다. 그리고 배교를 처벌하는 법은 관계적 의미의 자유인 지배영역을 감

소시키는 그러한 법으로 그 자체가 범죄화되지 않아야 할 것을 범죄화하였으므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요약자.)

  칸트는 사회가 해체되어도 사형수는 사형시키고 튀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완전 응보주

의(full retributivism)과 공화주의의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예방주의와 공화주의 이론은 자비와 용서에 광범위하게 의존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완

전 응보주의는 불비례적인 엄벌 뿐만 아니라 불비례적인 관용 역시 금한다. 

  그러나, 완전 응보주의는 자비가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포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어떠한 세계에서도 형사사법의 정책과 실천은 ‘정의가 범죄를 저지른자의 유죄 선고

를 명한다’는 격언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도 포기되어야 한다. 검사에게 선별적인 기소의 

재량을 부인하는 것의 실현불가능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응보주의자들은 일반적

으로 그러한 재량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처벌적인 판단의 금지 정책은, 형량 단계에

서라도 역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 형사사법 체계는 과연 동일한 정도의 심각한 범죄에 

상응하는 동일한 처벌을 모든 판사가 선고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가? 교도소 체계는 완전

히 압도되어버릴 것이다. 만일 범죄자들을 경고, 보석,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활용해서 내보

내주는 그러한 흔한 관행이 끝나버린다면 말이다. 

  우리가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투캅스에서 초반에 박중훈이 하는 식으로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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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수사 감시 비용도 불가능한 정도의 부담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잡히는 범죄자보

다 안잡히는 자가 더 많으니 이 안잡히는 이들과의 온전한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172) 양형이론으로만 국한시켜도 앞서 봤듯이 판사의 재량을 검사와 교도 행정가의 재

량으로 옮길 뿐이다. 만일 판사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틀렸다

면, 검사나 경찰이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역시 그른 일이 아닐 이유

가 있는가? 우리는 거짓말, 불충, 불친절함과 같은 잘못된 일들의 대부분을 범죄화하지 않

기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왜 동일한 근거에서, 이미 범죄화된 것들을 불필요하게 처벌하는 것에 반대

하기로 결정해서는 안된단 말인가. 

  범죄자의 처벌을 의무적으로 명하는 것은 법제국주의를 선전(propagate)는 것이다. 법률

주의자들(legalist)는 사회적 문제의 해석과 해결에 있어서 다른 가치에 아무런 공간도 남겨

두지 않는다. 법률만능주의(legalism)는 공유된 참여적인 공공의 삶이라는 공화주의의 이해

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를 구성한다. Christie(1981:57)는, 법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상황에

서의 모든 가치를 살펴보지 못하게 하는 숙련된 무능력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범죄자에 대

한 응보주의적 제약, 즉 꼭 처벌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법 외적인 가치, 자비, 용서, 

교육, 관용, 수치심, 보상, 회개, 다른 뺨 내밀기 등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는 법률주

의에 의해 통치될 수 없다. (조선시대 정약용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엄벌주의의 대가 남구

만이 이런 식이었다!!****)

  응보주의자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주체들이 그들의 권력을 재량을 행사해서 자의적으로 행

사한다는 타당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치료책은 진단된 문제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행정가의 변덕이 단순하고 중앙집권화된 국가 통제의 강력한 체제로 

대체된다.’ 재량을 없앨 것이 아니라 그 남용으로부터 가장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게 더 직

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공화주의적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응보주의는 i) 범죄 문제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고 ii) 감당할 수도 없고 실현가능

하지도 않은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173)

  응보주의는 범죄자를 수단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으로 다루려고 하면 강

제치료보다는 처벌, 처벌보나는 비난, 설득이 우월하다. 처벌은 합리적 무도덕적 계산자에 

대한 것이고 설득과 비난은 이성적 납득자에 대한 것이다. (***) 

  응보주의자들은, 그들이 개인을 인간으로 대우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적 응분에 의해 결정되고 처벌로 증진되는 전반적인 지배영역 같은 어떤 그

와 구별되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만큼. 그러나 이런 논리에 반대하여, 우리는 공화주의 

이론이 응보주의보다 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화주의 이론이 유죄인 사람만 처벌받

는 것을 허용하는 한 말이다. 그리고 공화주의 이론이 결과주의적 이유에서 처벌을 정당화

하기는 하지만, 이는 응보주의보다 훨씬 더 인도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낳는다. 

  공화주의 이론에서 우리는 유죄인 사람이 다른 곳의 더 큰 고통의 악을 방지하는 경우에

만 고통을 겪게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불편하

게 여겨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나온다. 마치 우리가 (174) 사악한 독재자가 지휘하는 군인들

을 죽이는 것을 도덕적으로 상찬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롭 불편하게 여기고, 또한 정신병 환자

를 가두며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것에 관하여 도덕적으로 불편하게 여기듯이. 

  응보주의자는 확실히, 무고한 사람의 격리에 도덕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문제에 오게 되면, 응보주의 접근은 도덕적으로 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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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는 느낌을 갖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이 느낌은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다. 

범죄자가 그가 고통을 겪도로 만드는 데 관한 우리의 관심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하였다는 

신념을 조장하는 위험한 관행이다. 

  공화주의 이론의 미덕은, 그것이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를, 그들의 지배영역에 제한을 부

과함으로써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서는 운영할 수 없다, 불쾌한 사실

(unpalatable fact)를 직면하게끔 강제한다. 그것은, 무고한 자의 체포와 기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며, 증인과 납세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

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인다. 가끔은(at times) 만일 우리가 (대부분은 무고한) 상당수의 피의

자를 체포하고 수사하기를 꺼려한다면, 우리는 무고한 자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위험을 증

가시키게 된다. 우리가 이 피의자들, 소환된 증인(subpoenaed witness), 그리고 납세자들을 

수단으로 대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의의 목적에 봉사는 불가능하다. (요약번역자- 여기

서 공화주의자인 저자들은 자유주의적인 목적 대우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다. 취지는 이해

되나 좀 고약한 논증 방식이다.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동일한 논지를 전달할 수 있다. 즉, 

형사사법체계를 운용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의자로 고초를 겪는 것은 불가피하나, 바

로 그 불가피성이 그러한 부담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합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의 정도에 관한 논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담이 최대한 적은 것이 되도록 할 정의에 따른 의무를 진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부담이 만연히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

으로 유지될 때, 그것은 합의될 수준을 넘어선 것이어서 부정의한 것이고, 수단으로 대우하

는 것이라고. 이 부분 논의는 공화주의자를 표방하는 저자들이 현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에 무지하고, 또한 그 정교한 논의를 진지하게 음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필립 페팃의 <신공화주의>는 아주 많은 분량을, 자신의 이론이 자유주의 

이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역사적 논거와 수사적 강조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지면의 낭비다. 다만, 응보주의자들이 ‘처벌이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 자체’라고 함으로써 부

지불식간에 고통을 가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라는 이상한 교리로 빠져드는 것에 대한 경

고는 매우 경청할 가치가 있따. 왜냐하면 범죄에 상응하는 본질적인 처벌 수준이 없는 이

상, 그 처벌이 결과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되는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을 

다른 이들의 복수심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응보주의 이론 내에서도 결과주의적 고려사항에 의해 절감성의 원칙을 구현할 논리 구조가 

있다. ) (175)

  Von Hirsch(1988: 557)은, ‘응분의 이유는, 처벌의 가혹성만을 다루지, 특정한 형태를 다

루지 않는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낡은 응보주의에 

관하여는 참이 아니다. 낡은 응보주의 전통의 그러한 견해가 격침되고 나서, 신 응보주의자

들은, 처벌의 형태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적어도, 

그들의 이론 자체에 의해서는 도출될 바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75)

  응보주의 비판가들은, 범죄학 연구결과들이 여하한 종류의 범죄의 수준을 예방주의의 목

적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예방의 수준, 무력화의 수준, 사회복귀의 수준

을 확인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응보주의자들은, 어떤 범죄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응분이 있고, 어떤 범죄가 그보다 덜한 

처벌을 받을 응분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는 앤드류 본 허쉬(Andrew von 

Hirsch)의 창의적인 학적 연구에 의해 주도되었다. 응보주의자들은 7장에서 개관된 점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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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비판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점진주의가, 그들의 전통의 주된 정책 기여가 되어왔던, 

질서정연한 처벌의 점진적 차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well-ordered gradation of 

penalties)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살인죄 처벌이 살인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서도 극적으로 감축될 수 있을지 모르며, 절도죄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축시키는 것은 절

도죄의 발생율을 항상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결국에는, 우

리는 살인자보다 더 긴 평균 기간 동안 절도범들을 투옥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우리의 반박은, 우리는, 살인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무의미한 고통에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살인범의 처벌이 예방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살인이 격

정에 의해서 한 번 저지르고 그 다음은 저지르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분노가 폭발한 

순간에 그의 남편을 살해한 여성, 그녀가 저지른 일이 엄청나게 잘못된 일임을 이해하고, 

끔찍한 죄책감과 후회로 그녀 자신을 이미 처벌하고 있는 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이에 대하여는, 그녀를 그녀 가족의 비형식적인 사회적 통제의 손에 남겨두는 것이 앗다. 

그 범죄로 인해 생긴 상처들은, 그녀가 감옥에 있기보다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더 

잘 치유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급진적인 명제가 아니다. (176) 일본에서, 살인죄 사건의 

27퍼센트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sentences of imprisonment are suspended) 이들 중 많

은 수는, 형사사법 체계가, 범죄자의 가족이나 공동체가 그 문제를 더 잘 다루리라고 결정

한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무의미한 고통에 반대하는 논지는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입장은 아닐지도 모른

다. 공화주의 이론 틀 내에서도, 우리는 만일 공동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경한 범

죄를 저지른 자보다 더 경한 형을 선고받는다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될 것

이라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 자발적인 준수가 붕괴하고, 심지어 자경주의(vigilantism)이 발

생할 수 있다. 중한 거리 범죄가, 경한 범죄보다 체계적으로 덜 처벌받는 지점에 이르기 전

까지 점진주의의 이동은 멈추어야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일본에서조차도, 살인범을 투옥시키지 않는 것은, 구금 기간 부과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행 유예에 의해 달성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보주의자들은 이 

위선을 개탄스러운 것으로 본다. (deplorable) 결과주의자로서, 그러나 우리는 최대 처벌이 

사용되지 않고 합당하게 높게 설정되는 위선을 관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배영역 

억압의 과잉을 줄이면서도 형법의 상징적 비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난을 범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형사사법체계는 많이 

짖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짖을 때마다 실제로 무는 형사사법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 짖

는 것을 신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자주 문다면,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177)

  우리가 von Hrisch (1985), Nozick (1981), Hampton(1984)와 공유하는 공통된 토대는, 

비난이 형사사법체계를 정당화하는 중심적인 정당화라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다른 이유에 

의해 움직이긴 하지만 말이다. 우리의 이론에서는, 비난은 범죄 통제에 기여하면서

(Braithwaite, 1989), 개인의 인신에 최대한의 존중을 보여줄 수 있다. 즉, 지배영역을 최소

한으로 침범하는 것이다. 문제의 상징적인 목적을 다루면서, 법률 시행에 있어서 이것이 그

것보다 더 악하다고 엄숙하게 선언하는 것은 입법부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치 지도

자들이 다른 살마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궁극적인 악이라고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메시

지를 보낸다고 공동체가 생각하는 지점으로 살인범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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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 비난과 정죄(reprobation)를 믿는 이들은 상징적 정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행의 현실정치가, 상징적 정치와 독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민에게 사기치는 비민주적인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

지 않는다. 우리는 인민이, 우리의 상징적 정치와 철저하게 일관된 행위는 우리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섬세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외국의 억압

적 체제를 비난하는 정부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짖는 것만큼 항상 물 

정도로 신중하지 못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 과정에, 의회가 주는 조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메시지, 즉 

일부 범죄들은 다른 범죄들보다 더 악하다는 메시지를 보전할 필요에 의해 제약을 부가하기

를 원한다. (178) 

  정의로운 응분에 대한 모든 수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응보주의자들도, 주어진 어떤 행

위에 대응하는 응분의 처벌이 무엇인가에 관한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한다. 응보주의자

들은, 살인범에 대한 옳은 처벌이, 절도범 처벌보다 20퍼센트 중해야 하는지 2배로 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없다. 18세기 판사들은 절도범에게 고문에 이은 죽음을 선고

하였다. 앨러버마주 판사는 절도범에게 10년을 선고하고, 암스테르담의 판사는 피해자 배상

을 선고하면서, 모두가 그 가해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았다고 공언한다. 어느 판사

가 옳은지에 고나하여 아무런 응보주의자의 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응보주의적 견해에서는, 

절도범에 대하여 그보다 경한 범죄보다 비례적으로 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그보다 중한 범

죄보다는 비례적으로 경한 처벌을 선고하는 한, 그 처벌들은 모두 옳은 것이다. 

  현대 사회들 사이에서는 어떤 범죄 유형이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만하고, 어떤 범죄가 

가장 경한 처벌을 받을 만한지에 관하여 상당히 인상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Rossi et al. 

1974; Newman 1976; Thomas et al. 1976; Wright and Cox 1967am b; Sellin and 

Wolfgang 1964; Wilson and Brown 1973; New South Wales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1980 .. 등등 생략) (179)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나 엄하

게 처벌할지에 관하여는 엄청난 불일치가 존재한다. (Wolfgang et al. 1985; Durham 

1988) 신 응보주의자들은 우리에게 쉬운 질문에 대하여는 상세한 지침을 주지만, 어려운 

질문에 관하여는 아무 해답도 주지 않는다. 7장에서 우리는 Kleinig의 (1973) 범죄에 처벌

을 매칭시키려는 용맹스러운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한 가능한 

범죄에 가장 경한 처벌을 할당하는 것이 합당하며 처벌의 척도를 감옥 수감 하루로 제한한

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장 경한 처벌이 무엇인가에 관한 결정은, 전체 형사사법 체계의 선고

를 자의적으로 만드는 극적인 함의를 갖게 된다. A관할권에서는, 허용가능한 가장 경한 구

금 선고는 1달이다. B 관할에서는 가장 경한 선고가 주말 구금의 8시간이다. 폭력을 쓴 무

장강도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경한 범죄보다 300배 심각한 것으로 척도상 위치지어진다

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B 관할에서는 폭력을 쓴 무장 강도가 300일을 살고, A관할에서는 

25년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예방주의의 장점 중 하나는, 그 잘못이 빈번하게 가시적이라는 것이다. 선별적 무력화나 

사회복귀 정책 하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강간범이 석방되자 마자 다른 강간을 다시 저지른 

것이 눈에 보인다. 응분의 모호함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잘못을 가린다. 응분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체계쩍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한 주뭉니다. (tall order) 

  Zimiring (1976: 331)인 묻듯이(queries), 우리는 상해가 없는 강간과 상해가 상해가 있

는 강간 사이의 경계-즉 징역 6월과 6년이 걸려 있는 경계-를 엄밀하게 경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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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강간 피해자가 너무나 짐승처럼 다루어져서 그녀가 다시는 섹스를 즐길 수 없게 된다

면, 이것은 신체적 해악인가? 만일 그렇게 간주한다면, 그것은 멍 든 눈을 만든 강간과 동

일한 양형 격자상의 점수를 기록하게 되는가? (180) 양형 격자의 개념적 틈 사이에 속하는 

사건들이 응분의 범주로 우겨넣어지게 된다. 

  인간을 국가가 부과한 범주로 강제로 우겨넣는 변덕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평가를 내리

는 치료가의 변덕보다 나은가 나쁜가? 우리는 모른다. 우린 단지 전자의 변덕의 잘못은 후

자의 변덕의 잘못보다 덜 보이게 된다는 점만은 안다. 응보주의의 보이지 않는 전제는, 범

죄 행위로 정의되는 무언가의 문제없는 관념이, 사회 문제에 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데 중요한 모든 것이라는 자세를 낳는다. 범죄의 범주는 결정적인 사실이다. 피해자

의 소망도 아니고, 가해자의 가족 환경도 아니고, 동정을 요구하는 것 같은 비응보주의적인 

가치도 아니고, 전문가에게 일을 넘기기보다는 공동체가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아니다라는 소리다. 

결론

(181) 

이 장에서 우리는 응보주의가 포고라적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응보주의가 처벌의 ‘어떻

게’ ‘누구를’ 그리고 ‘왜’의 문제에 대하여 열등한 답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특히 공화주의 이론보다 열등한 답을. 응보주의는 그 중 일부 쟁점에 관하여 배타적으로 초

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이미 결함이 있지만, 그나마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문제에 대하여도 

열등한 답을 제공하니 이중적으로 결함 있는 것이다. 

9

응보주의: 열등한 실천(Retributivism: An Inferior Practice) 

정당한 응분 몯레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특별한 복잡성에 대한 대응으로 바람직하지도 

실현가능하지도 않으며, 일정한 부정의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

킨다. 

정의로운 응분과 부정의

   이 장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완전 응보주의에만 적용되고 소극적 응보주의에는 적용이 없

다.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여러 사실들이 존재한다. 그 중 대부분은 권력의 배분에 관

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처벌을 가장 받을 만한 곳에서 처벌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다. 처벌이 가장 적게 필요한 곳에서 처벌은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불이 너무 셀 때 

스프링클러 체계는 꺼진다. (Geertz 1983: 217)

 이 주장을 논증하는 시작으로, 우선, 응분이 가장 큰 곳에서, 처벌은 가장 적게 될 것이다

라는 정리로 이끌게 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관료적 현실이 몇가지 존재한다는 점을 살펴보

자. 하나는 체계 능력의 문제이다. (problem of system capacity) (Pontell 1978; Nagin 

1978) 체계 능력 이론은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범죄가 가장 큰 시간과 공간의 위치, 그리

고 범죄 행위가 가장 광범위하게 널리퍼져 있고 심각한 유형의 범죄는, 형사사법 체계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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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사태가 돌아가게 하고 체계 과부하를 피하기 위하여 관용에 기대는 바로 그러한 종류의 

범죄다. 이러한 일은 많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중대한 범죄(high crime)들을 다루는 

검사는 한 범죄자에 대하여 제기 가능한 10개의 가능한 기소 중에서, 가장 입증하기 쉬운 

하나만 기소한다. 그리하여 다음 사건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 경한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

는 그보다 덜한 아력 하에 있어, 열 가지 모두에 관한 근거를 발전시킬 시간을 낼 수 있게 

된다. 중대한 범죄 사안에 압도된 검사는, 더 기꺼이 은밀한 유죄인부 협상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중범죄 사안이 몇개만 있는 검사는, 그의 사건들을 모두 공판으로 가져간

다. 

  형사사법 행정의 관료제적 성격은, 불가피하게, 정교한 범죄자에 대한 관용적인 대우를 

하게끔 하고, 정교하지 못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엄한 대우를 하게끔 하는 체계적인 압력을 

결과한다. 조직 범죄는 수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 왜 비조직 범죄가 그 부서의 기소 숫자를 

채우고 유죄 선고를 얻어낸 통계를 좋게 보이게 만들고 사건 해결을 하게 해주는 데 굳이 

조직 범죄로 귀찮게 할 것인가? 다시금, 응분이 가장 적은 곳에서 처벌은 가장 터프해진다.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심각한 전문적인 재범자는, 아마추어나 최초 범죄자보다 처벌될 확

률이 더 적다. (Moore et al. 1984) 아이들은 단단해진 성인 범죄자들보다 잡힐 가능성이 

더 높다. 

  가장 심층적으로 자리잡은 압력은 권력에 관계된 것이다. 처벌의 응분으로 따지자면 화이

트 칼라 범죄가 블루칼라 범죄보다 더 많다. 그러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 값을 모두 

치르게 하려는 시도는, 블루 칼라 범죄자들에게는 그 응분을 성공적으로 부과하는 반면, 화

이트 칼라 범죄에 대하여는 성공적이지 못하게 된다. (184) 그 결과 감옥은 블루 칼라와 흑

인들로 가득 차게 된다. 정의로운 응분은 우리의 감옥은 대부분 백인-화이트 칼라 범죄자들

로 가득차야 함을 함의함에도 말이다. 일단 이 논지의 첫번째 부분, 즉 엄한 처벌을 받을 

응분이 있는 범죄 다수는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이 저지른다는 주장부터 변호해보도록 하자. 

화이트 칼라 범죄의 양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일부만이 경찰에 의해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퀸스랜드의 밀로미터 사

기에 대한 연구는, 중고차 중 무작위로 선별된 차량 중 3분의 1이 마일리지 계기판이 거꾸

로 돌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퀸스랜드에서 다른 모든 범죄의 숫자인 80,181건에 

맞먹는다. (여기에는 피해자 없는 범죄도 포함된다.) 더군다나 이 계기판 사기에는 공모도 

있었다. 그런데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85)

  대기업의 법률 위반은 훨씬 만연해 있으면서, 또한 정부의 보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먹

이는 등 훨씬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도 않고 처벌되는 일도 없다. (186) 화이트 칼

라의 범죄는 희생자가 분산되나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화이트 칼라 범죄의 심각성 

범죄학자들 말처럼 공동체의 관용이 존재하나? 없다! 절도, 강도에 비해, 횡령, 배임, 사기 

등 화이트 칼라 범죄가 그 액수가 엄청나게 크다. (187)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과 아우럴, 화이트 칼라 범죄는 우리의 정치 경제 체계에 필

수적인 신뢰의 관계에 더 큰 위협을 가한다. 신용 사기와 파산 사기는 투자자의 확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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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하고, 그리하여 자본의 형성을 위협하고, 그리하여 고용을 위협한다. (189)

  화이트 칼라 범죄 하나가 블루칼라 범죄 수백개보다 더 큰 손상과 상해를 가져온다. 탈리

도마이드 재앙에서 제약회사의 사기로 인해 야기된 유아의 사망과 기형의 수천건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체르노빌 등에서 산업안전 범죄가 죽인 수천명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한국

에서는, 원자력 마피아들의 부패와 범죄가 낳을 수도 있는 엄청난 수의 인명피해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그들이 강도상해자들보다 덜 처벌받는다!) (190)

왜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은 자비를 얻는가. 

화이트칼라들의 아주 작은 일부만에 대한 형사 집행조차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부들을 

파산시킬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성의 문제다. 그리고 가장 복잡

한 경향이 있는 범죄가 가장 심각한 화이트 칼라 범죄다. 그 복잡성은, i) 그 범죄가 배태되

어 있는 조직 구조의 정교함에 부분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ii) 그 해석의 복잡성 iii) 기술적 

복잡성 iv)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범죄와 관련한 관할의 복잡성. 또한, 증거를 보여주는 

일련의 문서들(paper-trail)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추적하기 난해하게 하고자 하는 정교한 

범죄자들이 만들어낸 구성된 복잡성, v) 또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수사관이 몹시 짜증이 나

서 수사를 그만두고 다시 작은 먹이감들을 처벌하는 덜 좌절스러운 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조직 책임성의 원칙의 문제도 있다. vi) 말할 필요도 없이,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은 또한 일

반적으로, 범죄의 증명을 합리적인 의심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능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에서는, 직위가 낮은 희생양을 매수하여 대신 보내버릴 권력이 포함된다. 즉, 

화이트칼라들은 그들의 권력을, 책임을 계급 구조의 아래로 밀어 떠넘기는데 사용한다. 

(Braithwaite 1982b) 그러므로 화이트 칼라 범죄 범주 내에서도, 응분이 가장 작은 곳에 처

벌은 가장 크다는 정리가 성립한다. 

  vii)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이 블루칼라 범죄자들보다 처벌을 더 잘 피하는 추가적인 이유

는, 블루칼라 범죄자들이 경찰과 상대하는 반면에, 기업 범죄자들은 전문화된 기업 규제 기

관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환경범죄자들은 환경보호국과, 식품안전 위반자들은 식품 검사

관들과, 방사능 관련 범죄자들은 핵발전 규제 조사관과 상대한다 등등. 경찰에 비해, 규제 

기관들은 법 준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소를 체계적으로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지배 계급 집단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겨냥한 집행이 무화되도

록 할 것이라는 거의 사회저학적 불가피성이 존재한다. 규제 기관 공직자들은, 기업 범죄자

들에게 자비를 일상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포획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그 공직자들이 그들의 일을 해내는 가장 쉽고 최선의 방식으로 일

반적으로 생각된다. 

왜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은 자비를 받아야 하는가.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법 위반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기소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그 최

악의 경우, 비타협적인 처벌 전략은 Bardach와 Kagan이 ‘조직화된 (192) 저항 문화’에 이

르게 할 수 있다. 그 문화는 법적 저항의 방법 및 반격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촉진

하는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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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동기를 증발시키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다. 왜냐하면 법적 

처벌의 집행이라는 선택지는, 법 준수 전략으로서 설득과 교육의 실패에 의해 생겨난 구멍

을 결코 메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복잡한 기업 규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하지 않고 착취적인 관행에 대비하여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칙들을 결코 다 쓸 수

가 없다. 새로운 규칙을 쓰는 합의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과정이

고, 또한 규칙 쓰기는 급속하게 변하는 기술을 따라잡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기업들

은 독특한 문제를 노정하고, 정부 규제는 그 분야를 결코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에

서 가장 안전한 석탄 광산을 성취한 영국은, 그들의 검사관이 Mines and Quarries Act 

1954를 엄밀하게 집행한다면, 그들은 실제로 성취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안전 관

행만을 집행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Braithwaite 1985). 더 높은 규준을 달성하는 

것은, 책임있게 행동하는 경영자에 의해 주의가 기울여진 설득이다. 

  법에서 설정한 최소 기준 이상을 달성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지만, 만일 검사관들이 설득

할 능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처벌이 사용된다면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충격적인 탄광 사망율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나팔총(blunderbuss) 처벌 정책(역자-

아무데나 발견되면 다 쏘는 전략)에 의해 검사관과 경영자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상실되었

다는 점이다. Bituminous Coal Operators' Association의 최고경영자가 말하였듯이, ‘생명

들은 서류 작업 신드롬에 걸린 검사관들과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최소화할까” 신드롬에 

걸린 회사들 때문에 목숨들이 상실되었다’. (193)

  Bardach와 Kagan은 이 논점을, OSHA 검사관이 해야 할 일에 관하여 생각한 바를 말한 

대기업 안전 책임자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강조한다. 

  “OSHA 검사관들은 근로자와 이야기할 권한이 있다. 그들은 기계 작동자에게 가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물어볼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내가 써낼 수 있는 위반이 

있소?’다. 만일 작동자가 부서진 전자 코드나 플러그를 가리키면, OSHA 직원은 그걸 바로 

쓰서 소환장 리스트(list of citations)에 올릴 것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그

는 근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게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십장에게 이걸 말했습

니까?’라고. 그는 십장을 불러, 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십장은 ‘내가 

그에게 세 번이나 말했어요... 공급부에 가서 새 코드로 갈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그의 일이 너무 가득차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검사관은 코드를 체크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또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근로자

들이 그 절차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1982: 148-9)

  정의로운 응분은 공공의 보호를 위해 때때로 희생되어야 한다. 규제 기관은, 위반 당사자

의 협조가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위반 당사자를 기소하려는 충동에 흔히 

저항한다. 공공의 이익은, 만일 회사가 불순약품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거나, 무책임

한 통제 스태프를 해고하거나, 생산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표준 작업 절차를 개정하거나, 불

순물이 섞인 약품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면, 기소 면제를 

제시하는 접근법에 의해 더 잘 봉사될 것이다. 우연히 닿는대로 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교

섭된 합의는 억지를 촉진하며, 법원에 의해 선고된 제재 벌금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억지

를 흔히 가져온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그러한 일이 잠재적인 피해자에 대한 위험을 최

소화하고 또 현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최대화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점이다. 자발적인 불

순 약 리콜은 법원 압수 명령에 의한 것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194) (Hutt 1973)

  6장에서 우리는 탈리도마이드 약품 재앙에서, 3천1백만 달러를 그 비극으로 장기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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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겪는 희생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의 대가로 기소가 정지된 사건을 논의하였다. 

삶의 엄연한 사실(hard fact of life)는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은, 법적 면제의 대가로 공동체

에 제시할 실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무언가를 자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슬픈 현실이지만, 정의에 관한 청교도적인 슬로건 주창으로 씻겨나갈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나와 위반을 인정할 때, 기소를 권고하는 것은 좋은 검사관의 관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공사는 거의 재앙 직전까지 간 일을 보고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그들

이 그 사건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발

생할 재앙이 방지될 수 있다. 단지 그 해당 항공사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항공사와 관련

해서. (195)

  우리가 물려받는 사회 체계에 비추어, 공중은 규제자가 회사로 하여금 그들의 방식을 바

꾸도록 설득할 수 있는 법외적 유연한 전략에 의해 그 보호를 가장 잘 얻어낼 수 있다. 실

제로 처벌받도록 선택된 범죄자들은, 기소에 반대하는 앞서의 논변들이 적용될 수 없는 이

들이 통상 된다. (196) 실무에서 규제자들은, 그들이 가장 처벌을 받을 응분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덜 비용이 들며, 그들의 협조가 시장에서 위험한 약

들을 철수시키는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 등등의 이유에서 기소한다. 

  요약하자면, 두 가지 점이 제안되었다. 이 절에서 우리는, 응보가 항공사, 식품과 의약품 

제조, 탄광 및 많은 다른 사업들에서 우선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인간 생명의 보호보다 

응보적 정의를 더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만드는 셈이라고 논하였다. 어떤 정부도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이보다 앞서 우리는, 그 숫자에서 엄청나고 그 성격에

서 복잡하며, 그리고 만만치 않게 방어되는 기업 위반에 대한 법의 집행은, 기업의 법 준수

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도하는 원칙에 앞서 응분의 처벌을 허용할 수 있는 사회는 존재하

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업 규제 집행에 관한 응분 

모델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실현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논점과 관련된 

세 번째 논점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의로운 응분 모델은, 정의의 증진에 있어서도 

공화주의 모델만큼 잘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논지다. 특히 평등으로서의 정의의 증진에서 

말이다. 

평등은 어디로 향하는가? (Whither Equality?) 

공리주의 및 예방주의에 대한 응보주의자들의 공격의 근거 중 하나는, 그리고 응보주의자의 

주된 자랑점(boasts) 중 하나는, 응보주의자들은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표명한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정의를, 형사사법의 맥락에서 평등으로서 정의를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 동등한 잘못으로 비난받을 만한 자(culpable for equal 

wrongs)들은 (응분에 있어 동등한 자들 평등하게) 동등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이 원리의 특

수한 경우는,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더 유리한 위치에 있

는 시민들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화주의 이론은, 평등

으로서의 정의를 준수함에 있어, 응보주의 이론보다 더 우월한 실천들을 포함한다고 논할 

것이다. 6절에서 우리는 권력 견제에 유리한 추정이, 공적으로 인정된 차등 대우의 원칙이 

공언되지 않은 한, 법 앞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여러 정책을 어떻게 동기지우는가를 살

펴보았다. (197) 공화주의자들은, 평등으로서의 정의의 척도에 관하여 완벽한 측정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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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감수하는 어떤 평등도, 책임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

배영역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감수하는(tolerates)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바와 같

이, 공화주의 이론은 응보주의 선택지 만큼의 부정의도 감수하지도 않을 것이다. 

  응보주의자들은, 때때로, 공허한 슬로건 (평등한 법의 집행, 계급 차등을 두지 않는다)를 

통해서 스스로를 기만한다. 오래전에 Ehrlich (1936:238)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 하사람들

이 동일한 법 명제에 따라 더 다루어질 수록, 부유한 사람이 얻는 유리함은 더 증가한다. 

  온전한 형사사법 평등의 두 상태가 있다. 하나는, 모든 유죄로 선고 받은 사람이 평등하

게 처벌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상태는, 모든 유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자비가 인정되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의 사회학적이고 재정적인 현실은, 모든 사회는 항상 후자의 평등 사

회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00%집행보다 제로 집행에 더 가깝다. ) 이로부터 

현재 처벌받고 있는 10퍼센트에게 자비가 확장된다면, 형사 사법 체계는 더 형평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절감성의 원칙은 평등응ㄹ 최대화하는 원칙이다. Norval 

Morris는, 절감성의 원칙의 가장 두드러진 옹호자인데, 평등의 원리에 대하여 그의 입장을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하여 왔다. (Morris 1983:194-5) 지갑을 날치기 하는 것을 넘어선 

폭력은 쓰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던 지갑 날치기꾼(purse snatchers)에 대한 양형에 관한 모

리스의 논의를 통해서 그 논점을 설명해보도록 하자. 모리스는, 상습 날치기꾼의 3분의 2

가, 보호관찰이나 다른 형태의 공동체 기반 감시를 받도록 선고되었으며, 3분의 1은 약 6개

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소수는 그보다 길거나 적은 징역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98)

  확신에 찬 응보주의자는, 모리스가 지적하듯이, 모든 상습 지갑 날치기꾼에 관하여 동일

한 예정된 양형의 선고를 하는 것과 같은 평등의 판본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보호관찰을 받

는 다수 및 6월을 선고받는 상당한 소수 사이의 현존하는 양형의 범위를 살펴보면서, 그는 

이런 유형의 모든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장래에는 2개월의 예정된 선고를 받기를 

기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평등에 추동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모리스

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unpalatable) 99퍼센트의 범죄자들에게 2월의 징역형

을 선고함으로써 가해지는 고통의 양은 33퍼센트에게는 6월을 선고하고, 66퍼센트에게는 

자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 감옥의 문턱은 중대한

(consequential) 것이다. 투옥을 하지 않는 것과 2월 징역 사이의 지배영역 차이는 2월의 

징역형과 6월의 징역형 사이의 지배영역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평

등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고통을 증가시킨 셈이 된다. 

  바로 이점이 모리스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점이며, 우리는 그에 관하여 그와 의견이 

일치한다. 우리는, 모리스처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다른 이들과의 고통의 더 큰 평등을 

확립한다는 것 이외의 더 나은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6명의 세법 위반자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

지만 그 중 오직 한 명만이 공동체가 필요한 메시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

다고 할 때, (즉, 이런 종류의 탈세는 범죄라는) 우리는 이 여섯 중 기소하기에 가장 비난책

임이 크고 중한 것을 선별해야 한다. 절감성의 원칙은, 사안을 똑같이 다루어 나머지도 똑

같이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여 조언한다. 

  모리스는 평등은, 공동체를 보호하기에 필수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일은 그 

개입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절감적으로 국가가 수행하는 것보다 덜한 가치라고 단순히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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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방어적으로 논의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보다 

말할 바가 더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형사사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덜 

처벌할수록, 우리는 동등한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동등한 정도로 처벌받는다는 이상

에 체계를 더 가깝게 접근것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지갑 들치기꾼을 2달의 징역형에 처하

는 응보주의자는, 유죄를 선고받은 들치기꾼들 사이에는 평등을 증가시키지만, 이는 범죄를 

저지른 지갑 들치기꾼이라는 도덕적으로 더 중요한 범주 내에서의 더 큰 불평등의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만 그렇게 한 것이다. (199)

  정교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동등한 정도로 처벌함으로써, 우리는 정교한 범죄자와 정교하

지 않은 범죄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논점을 더 멀리 밀고 나가면, 모든 

지갑 들치기꾼을 처벌함으로써 우리는 동등한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재산범죄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증가시키게 된다. 즉, 조잡한 육체적인 수단을 통해 훔친 이를, 전자적 수단이나 

사기를 통하여-사기, 횡령, 배임, 내부자거래, 가격고정 등등- 훔친 자들보다 더 처벌하는 

경향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양형에 관한 비포괄적인 이론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 기만의 게임을 수행한다. 그들은, 유

죄선고를 받은 세법 위반자들을 형평성 있게 선고하는 것에 대하여는 고뇌하지만, 세법 위

반자들의 90퍼센트 이상의 실제 행위가 전혀 법원으로 보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과세당국은, 그들과 협상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 더 쉬운 조그만 사건

들로 향할 자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다. 그 큰 불평등의 그림은, 이 사람들

과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이지, 유죄 선고를 받은 한 줌의 사람

들 사이의 불평등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유죄 선고를 받는 사람

들 간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의 진정한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른 사정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다국적 기업들과 그 경영자들은 오

스트레일리아에서 불법적인 이윤의 이전의 광범위한 관행으로 결코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

다.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한 하부 체계 내에서의 재량을 죽이는 것은, 전체 체계 내에

서 실제로는 재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한 하위 체계에서의 평

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전체 체계에서의 불평등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를 볼 수 있다. 재량

이나 평등에 관한 진정한 관심은 체계적 분석을 요구한다. (200)

  우리는 우연의 불평등의 일상적인 희생자들이다. 우리들 중 일부는 몸에서 부러지는 데 

없이 일생을 보낸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응분도 없음에도,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일을 겪는다. 공공 정책은, 우연(chance)에 기반한 불평등만에 관계하지는 않

는다. 왜냐하면 공공 정책은, 비록 불운이 한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드리우겠지만, 다

른 측면에서는 행운이 미소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에 기반한 불평등

에는 이런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권력 없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녀가 다른 종류의 수많은 방식으로도 고통을 겪을 확률(probability)을 증가시킨다. 권력

없음(Powerlessness)는 begets victimization begets powerlessness begets more 

victimization. 이것이 자기 영석화하는 빈곤과 불리한 위치의 악순환 개념에 의해서 의미된 

바이다. (Rutter and Madge 1976) 공공 정책은 그러므로, 권력에 기반한 구조적인 불평등

을 뿌리뽑을 더 큰 관심사를, 우연에 의한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다. (******

구조적 불평등은 뭉치기clustering 효과를 낳는다-즉 기본구조의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공화주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응보주의 형사사법체계에서보다, 동등한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동등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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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끝>

(Conclusion 장은 본문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요약번역 생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