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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짙게 드리운 입법과잉 및 입법만능의 추세는 “어
떤 법이 좋은 법인가” 또한 “어떤 법이 꼭 필요한 법인가”에 대
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지난 대선과 뒤이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이를 뒷받침하
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경제관련 법률들의 개정 움직임을 지
켜보면서 새삼 드는 의문이다. 법경제학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을 천착해 왔다.
한국의 경우 오랜 권위주의의 역사 탓인지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지나친 형사범죄화가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는 하였으나 그동안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현실적
대안의 모색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성균관대학교의
김일중 교수가 진행한 본 연구는 법경제학 이론에 대한 충실한
정리를 포함하여 과잉범죄화의 정의와 유형, 폐해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범죄화된

(criminalized) 상태에 이른 한국사회의 현실을 거대담론 차원
을 넘어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정거
래법의 형사처벌 관련 법제에 관한 실증분석은 최근 일고 있는
기업활동과 기업가의 경영판단에 대한 지나친 형사범죄화의 문
제점을 바로 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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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연구를 훌륭하게 진행해 주신 김일중 교수께 깊은 감
사를 드린다. 연구의 진행과정에 조력을 아끼지 않은 현진권 사
회통합센터 소장 및 원내 연구진들의 노력에도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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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문제의 제기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필자는 다음과 같은 현상에 주목하
였다. 한국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고,
여전히 창궐하는 행정규제 그물망 속에서 매년 75만 명 이상의
규제위반자(즉 행정범죄자)가 형사기소를 당해왔고, 한편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 위협을 주는 형법상의 전통적 일반범죄(특히
강력흉악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눈에
띄는 경험적 관찰을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한국의 전과자 수는 약 1,100만 명에 근접하여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약 22%로서 수준과 증가속도가 심히
우려될만한 수치이다. 둘째, 한국에서 각종 행정규제를 위반했
을 때 부과되는 매우 다양한 제재수단 중 형벌의 비중은 무려

44%에 달하고 이른다. 2010년 한국의 전체범죄는 약 192만 건
을 초과하였고 그중 행정범죄는 약 51%나 차지하고 있다. 1982
년 일반범죄건수를 추월한 이후 약 20년간 증가세가 매우 가팔
랐으며 일반범죄건수의 2배가 넘는 해도 많았다. 비록 최근에
그 증가추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한국의 범죄발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되는 행정규제가 많다는 의미이다. 셋째, 그 이전에도 꾸준
히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일반범죄 증가추세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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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빠르다. 특히 시민들의 공공안전에 가장 큰 위협적 범죄로서
인지되는 강력흉악범죄의 발생추세는 우려할만하다. 증가율 평
균이 2000년대 전체로는 4.6%이지만, 최근 4년간은 7%대를 훌
쩍 넘어 갔다.
특별히 일반범죄발생의 가파른 증가현상이 무엇으로부터 비
롯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
유가 있을 것이나 경제이론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범죄억
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원인
은 역시 ‘과잉범죄화’, 특히 무수한 행정규제 위반행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 입법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시각이었다.
왜냐하면 현재 법집행은 심각한 자원제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검찰의 법집행이 이 행정범죄자들의 기소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체증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연적으로 법원에서의 유죄판결인원이나 궁극적으로 매년 양산
되고 있는 전과자의 절대숫자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더욱이 (대략적으로) 7할이나 되는 높은 비율로써 행정규제위반
자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정책입안가들은 물론 학자들도 간과
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따라서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과잉범죄화에 대한 상식적 수준에서의 정의는 다른 제제수단
으로써 통제해왔거나 통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
과하는 현상이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형벌조항의
사회적 한계편익이 없거나 그 한계비용이 더 높을 때 한 사회는

요약

11

과잉범죄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사회에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기에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사용
하여 금지시켜야 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지나
치게 많은 숫자의 형벌조항이 존재해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
한다. 통상의 ‘도덕적 비난가능성(moral blameworthiness)’과는
무관한 행위에 형벌이 가해지므로 극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모
든 행위에는 형벌위험이 뒤따른다. 경제주체는 그 위험 여부를
판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잉범죄화의 극단
적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민들의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경찰
은 검거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법에 근
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집행기관의 지나친 법집행에 대하여
법원도 어찌 할 수 없게 된다.
형벌 사용이 용이한 사회에서 모든 경제주체는 형벌을 오히
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인
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형벌은 가령 경쟁자를 축출하여 지대

(rent)를 창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대를 확보하고자 모든 형사절차를 포획하려는 이른바 특
수이익집단들의 유인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게 예측된다. 일상의
경제행위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형벌의 대상(예: 살인, 역모, 강
도, 강간, 폭행, 횡령 등)에 사용되던 수식어들(예: ‘잔인’, ‘파렴
치’, ‘사회파괴적’, ‘비도덕적’, ‘문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범
죄화시키려 하고, 또는 설사 이미 형벌의 대상으로 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처벌강도를 한껏 높이려는 각종 입법화 노력을 한
다. 이렇게 법에 의해 무장된 법집행기관은 무소불위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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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게 된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각종 행정규제를 관장하는 기구
의 관료들 역시 규제위반자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수반
될수록 법집행 과정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을 갖게 된다. 역사가 잘 증명하듯이 지나친 재량권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편익으로 연결되므로 부패의 근원이 된다.
물론 과잉범죄화 현상에는 입법자의 사적 이해관계 또한 큰
기여를 했다.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항상 경쟁적인
입법수요에 직면해 있다. 결국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치적
으로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의 요구가 거세지면 입법자들은 이
를 더욱 들어주게 된다는 명제는 자명하다. 따라서 이익집단들
이 자신들의 가치나 선호에 어긋나는 타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면 정치인들은 그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20세기에 관찰할 수 있는 과잉범죄화 현상 중에
는 이렇게 특수이익집단들의 지대추구를 위한 요구뿐만 아니라
입법자 스스로의 선호 때문에 발생한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었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전 분야에서 진행되는 과잉범
죄화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경제주체들은 늘 불안하고, 억울하
고, 그래서 납득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법체계 전반을 불신
하게 된다. 주지하듯 위해행위에 대한 ‘최후수단 또는 후방방어
벽(last resort or as back-stop)’이라고도 불리는 형벌(criminal

punishment)은 가장 강력하고 낙인효과까지 동반하므로 ‘예방적
질서(preventive order)’를 위해서 가급적 비형벌적 제재수단을
동원한 후 불가피할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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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출현했던 무수한 종류의
범죄들은 사실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 행위들에 대한
형벌의 확장’을 꾀하면서 발생한 범죄유형이 급팽창하였다. 대
략 20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규제범죄(regulatory crimes)’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다. 말하자면 행정범죄의 창궐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과잉범죄화는 한 경제 내에서 무수한 부작용을 초
래하였다는 주장과 연구는 축적된 지 오래되었다.
이상 한국사회의 ‘과잉범죄화’에 대한 우려는 (학계는 물론) 정
부부문 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되었던 듯하다. 하지만 한
국 사회에는 아직도 탈범죄화 또는 비형벌화(decriminalization)
가 필요한 부문이 무수하게 존재하며,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형
사처벌 법제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필자는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정책입안가들 사이에 합리
적인 근거를 갖고서 탈범죄화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수없이 자문해본다. 그리고 이내 그 답
은 “아니다” 쪽으로 기운다. 아직까지는 다분히 거대담론적 경향
이 크다는 판단이다.
일례로서 현재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3조의2]), 기업결합의 제한([7조 ①]), 경제력집중억제([8조
의2 ②~⑤], [9조], [10조의2 ①]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19
조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3조 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위([26조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29조 ①]), 부당한 국
제계약의 체결제한([32조 ①])의 법이 규정한 총 8가지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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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모두에 대하여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결
합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위반유형에 7개 모두에 대해서 과
징금 또한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국
가로부터의 제재 강도와 폭이 매우 넓다.
특히 이렇게 광범위한 행정형벌 관례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형성에 큰 기초가 되었던 미국이나 EU의 법제와는 현격한 차이
를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에 근거
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공정거래법상 형벌의 대상
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심결수와 고발횟수를 검토하면 사
뭇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부당공동행위의 고발사건은 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한 해 평균 0.5건도 되지 않다가 표본기간
인 2003년에 갑자기 5건으로 늘어났다. 세부수치를 살펴보면,

10년 동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2건, 경제력집중억제규제 2
건, 부당공동행위 43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5건, 불공정거래
행위 7건으로서 총 69건이다. 이는 동 기간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한 심결수의 2.4%에 지나지 않는다. 10년간의 고발
중에서도 6할 이상은 부당공동행위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업자
단체금지행위까지 포함하면 8할을 훌쩍 넘는다.
이 수치들에 근거하여 한국의 공정거래법제 역시 미국이나

EU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형사고발은

사실상 별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하더라도 부당공동행위에 집중
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행정범죄화가 국제기준상 별 문
제 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논리
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집행이 부당공동행위에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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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점과 “모든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제
를 갖고 있다”는 점은 사실 상당 수준 무관한 주장이다. 형사처
벌 법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주체들은 물론
법집행자들의 유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입법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해왔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도 있다. 반대로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히 판
단해왔다면, 그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한 비형벌화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한 고발 빈
도가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한 심결수의 1% 및 (사업자단
체금지행위까지 제외하면) 0.5%에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 자체는 형벌화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해
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벌조항들에 관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었다. 형벌화 반대론자들의 주장만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전
술한 대로의 ‘낮은 실효성’이다. 즉,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
위들은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써 처리될 뿐 형벌
규정들의 실효성은 낮다고 주장되고 있다. 통계연보상의 낮은
고발비중을 볼 때 이 주장은 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령
기업결합제한 관련 위반행위에는 위 10년 동안 단 한 건의 형사
고발도 부과되지 않았다. 두 번째 논거는 (부당공동행위를 제외
하고) 여타 위반행위들은 ‘낮은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 내
지는 고의성(mens rea)’을 갖는다는 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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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논거 모두 비형벌화의 충분조
건이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첫째에 대한 반론으로서, 전술한
대로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히 형벌의 과소집행을 하고
있다면 비형벌화보다는 정상집행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둘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지배력의 남용행
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 또는 주주의 희생에도 불구하
고 이루어지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갖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타 위반행위들의
소위 ‘죄책성(culpability)’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비형벌화 여부를
쉽게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형사처벌은 거듭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커서 죄책성이 매
우 높은 위해행위에만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국 공정거래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특히 형벌조항들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피해규모와 고
의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유익해 보인
다. 사실 그래야만 현재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상
의 각종 규제위반 관련 비형벌화 논의가 비로소 의미를 가질 것
이다.

2. 연구의 목적, 방법론 및 주요결과
필자가 수년 동안 갖게 되었던 이상의 경험적 관찰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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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해석, 진단,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떠오른 처방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형벌의 과잉성 문제를 법경제학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유형과 피해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과잉범죄화’
의 부정적 측면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탈범죄화 혹은 비형벌
화 필요성은 전술한 대로 국내에서 간간이 인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잉범죄화의 정의, 원인, 유형, 부작용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존 주장들을 보완하며, 향후 법집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물
론 과잉범죄화의 ‘과잉’을 논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범죄화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였다. 둘째, 과잉범죄화
논란이 많은 법제들 중 하나를 선별하여 그 실체적 측면과 법집
행과정을 검토한 후, 앞서 논의된 과잉범죄화 관련 법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켜 보았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대상으로
행정형벌 부과에 관한 정당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바
람직한 제재방식을 숙고하였다. 셋째, 과잉범죄화의 현상을 극
복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적 수준에서의 정책함의를 탐구해보
았다. 다만, 이 작업은 입법․행정․사법의 정부 3부가 모두 참여해
야 하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성격을 띠므로, 본 연구에서는
매우 기초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해결
방안을 생각해볼수록 여기에는 학계와 정부부문의 전문가들의
엄청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제I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전통적 학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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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응보론과 억지론,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경제학적 논의 및
그에 근거한 과잉범죄화 이론에 들어가기 이전, 오랜 기간 법학
계에서 축적되어 왔던 처벌의 큰 두 가지 목적에 포함된 다섯
가지 세부목표들을 간략히 개관하였다. 이는 경제학계에서 비교
적 덜 알려진 전문용어들은 물론 각 이론들의 핵심을 이해함으
로써 제II장 이후의 본격적인 논의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제II장은 죄책성, 범죄, 형사처벌 등에 관한 다분히 서베이 성
격을 갖는 이론․법제적 논의를 하였다. 먼저 모든 논의의 기초
가 될 수 있는 ‘범죄의 정의’를 기존 학계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
는지 개관해보았다. 이렇게 형벌대상을 탐구하는 작업은 ‘과잉
범죄화’를 논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 정의상, ‘과잉’을 따지
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을 먼저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과
정을 통해 ‘범죄 = 형벌대상행위’ 식의 순환적 정의가 기존 법학
또는 범죄학계에서는 의외로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되었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형벌의 목적’에 관한 기존 학계의 방대한 논쟁과 그
역사를 정리해보았다. 즉, 크게 보아 ‘응보론’과 ‘억지론’에 관한
논쟁인데, 전통적인 법학에서는 전자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주
류이론의 위치를 차지해왔다. ‘법학계와 경제학계의 사이의

(inter)’ 상이한 형벌이론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앞서, 우선 이
‘법학계 내에서(intra)’ 존재했던 이론들과 주장들의 차이를 검토
하였다. 다음으로 ‘형벌의 목적’에 관하여 법경제학 시각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개관하였다. 형사처벌에 대하여 법경제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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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고의적이고 강제적인 부의 이전과 같은 행위, 즉 ‘죄책
성’을 성립시키는 행위들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믿음으로부터 그
목적을 도출한다. 따라서 죄책성 있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
지가 깔려 있으므로 처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억지론’이다. 이
가치의 훼손은 강도의 피해당사자나 그 소식을 접한 이웃사람
들을 넘어서는 ‘범사회적이고 동태적인 피해’라고 간주할 수 있
다. 환언하면 ‘확장된(extended) 피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에 근거하여 처벌의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그
행위를 억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경제학적 시각이
갖는 비교우위를 논리 및 사례로써 도덕철학적 입장과 비교하
였고, 이렇게 ‘형벌의 목적’과 ‘죄책성 결정요인’ 하에서 ‘범죄영
역’은 자연스럽게 획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제III장에서는 형사적 제재수단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을 본격
적으로 논의하였다. 범죄에 대한 법경제학 연구는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나 “범죄란 무엇인가?”(즉, “형벌의 대상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탐구는 1980년대 중반에야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범죄의 (최적)영역’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였다. 우선
그간의 핵심 연구들을 바탕으로 ‘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법경
제학 이론을 정립해보았다.
관련 이론들에 깔린 핵심적인 시각들을 우선 종합해보면 다
음과 같다. 일종의 함수관계로서, 형벌의 대상을 결정할 때 ‘형
벌목적’과 ‘죄책성’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다. 법경제학에서
형벌의 목적은 억지에 있으므로 응보나 기타 목적과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죄책성 또는 그 정도를 결정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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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중요한데,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는 해당 행위가 야기
한 총피해(직접피해+확장피해), 고의성, 자산불충분성 등이 죄
책성을 결정하는 대표적 요소들이다. 결론적으로, 법경제학에서
의 형벌의 대상, 즉, 범죄는 그러한 ‘죄책성이 커서 다른 제재수
단보다 형벌로 더욱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전술한 ‘확장피해’는 형법에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부 또는 후생의 손
실이 때로는 행위의 피해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
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끝으로 ‘총피해’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총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을 파악해보았다.
추상적으로 또는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비난가능성’과 같
은 기준보다는 특정 유형의 행위 및 그 피해가 갖는 경제학적
속성에 기초하여 구분작업을 한만큼 이들에 바탕을 둔 ‘범죄화’
내지는 ‘범죄경계선’에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신종 위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IV장에서는 과잉범죄화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과잉범죄화의 원인을 개관하였다. 특히 경제학적 시각에서
과잉범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검토하였다. 요컨대 정
치권, 법집행기관, 그리고 각종 이익집단에 연루된 유인이나 이
해관계 때문에 (과소범죄화보다는) 과잉범죄화 쪽으로의 편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가령 ‘예
비범죄’, ‘소지범죄’, ‘위협범죄’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범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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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숙고 없이 도입되었다는 주장을 소개하였다. 특별히 행정규
제와 과잉범죄화는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명제를 강조하
였다. 행정규제의 급증은 일면 범세계적 현상으로서, 위반을 막
기 위한 제재수단들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형벌에 거의 무차별
적으로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보였다. 요컨대 ‘행정규제 ⇒ 형사
처벌 ⇒ 과잉범죄화’의 연계(nexus)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어 과잉범죄화를 좀 더 심도 있게 논하기 위하여 그 유형
의 구분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미 제III장에서 총피해와 고의성
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범죄유형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필자
는 법경제학적 근거에서 합당한 사회최적 ‘범죄경계선’을 도출
하였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과잉범죄화에 관한 기존 법학
계 연구에서 주로 지적된 범죄유형들은 이 범죄경계선을 활용
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범죄경계선을
통하여 각 유형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엄격책임범죄의 무리
한 확장’,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행위들에 대한 형벌의
확장’, ‘피해가 낮은 위해행위로의 형벌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성
립된 범죄유형의 세 가지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
지 유형 모두 궁극적으로는 넓게 보아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형
벌부과 현상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제한된 검찰자원 하에서 (전술한 바와 같

이) 행정규제위반자에 대한 형사기소가 집중될수록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일반범죄 발생비가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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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했던 필자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요컨대 법집행이 행정
범죄로의 쏠림현상을 보일 때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존
재’와 ‘정도’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가령 특정 연도 특정 지
역에서는 행정범죄기소인원의 증가분만으로써 그해 해당 지역
일반범죄발생 총수의 5%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
로 행정범죄로의 쏠림현상에는 상충효과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
의 주요 가설을 실험적이지만 비교적 명백하게 입증한 실증분
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제V장과 제VI장은 본 연구의 사례분석이다. 제IV장에서 과잉
범죄화의 원인에 관한 일반론,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
및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을 검토하였으므로 이들 두 장에서는
특히 과잉범죄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두 번
째 유형(즉,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제를 하나 선택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실 과잉범죄화
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규제법들은 그야말로 무수히 많다고 판
단되지만, 형사처벌 사용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 할 것 없이 매
우 많았던 공정거래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V장에서는 우선 공정거래법의 등장배경, 미국
과 EU의 공정거래법제를 간략히 개관하였다. 1980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은 거의 20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형태
를 갖추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규제위반자에게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 9가지 종류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발과 과징금이다. 제정된 후 1990년까지 십 년간 23건에 불과

요약

23

했던 고발건수가 1991년부터는 매년 평균 10건 정도씩 발생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결코 힘들다. 공정거래법상 실체적 위반행위 대부분
은 형사벌칙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
회, 2012, p.32)의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1981년부
터 2012년까지 처리한 공정거래법 전체 사건 12,587건 중 1.5%
인 192건만이 고발되어 낮은 고발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 절에서는 한국 공정거래법에 포함되어 있는 형사벌칙
조항들에 대하여 법경제학적 논리들을 적용해보았다. 제III장에
서 검토한 형사처벌 정당화의 기준이 되는 ‘죄책성’ 요건들을 위
주로 점검하였다. 즉, 총피해(직접피해+확장피해), 고의성, 자산
불충분성 등의 세부요소들을 해당 규제조항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 문헌들의 주장도 관련 위반행위별로 소개하였으
며, 대부분의 법경제학 문헌들은 부당공동행위와 (부분적으로)
시장지배력남용행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한 형
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VI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행정형벌 부과의 정당성에 관
한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거듭 형사처벌 부과의 정
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히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잘 반영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정량적으로 쉽게 계측할 수 있다
면, 이제까지 본 연구에서 다루어 온 과잉범죄화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초기 필자를 가장 당혹케 만
든 것은 특히 피해규모의 측정작업이었다. 그런데 다음의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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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물론 OECD에서 벌금
또는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때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활용해 온

‘관련시장의 일정 비율(  ×  )’ 논리였다. 둘째, 미국과
OECD의 경쟁법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 온 한국의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정확히 이 공식을 (외국의 민사금전벌에
해당하는) 기본과징금 산정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셋째, 2007년 316건을 위시하여 2000년대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
으로 연평균 100건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표본크기를
확보하는데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었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2004년에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기본과
징금을 유형별로 ‘관련매출액(혹은 그에 상응하는 특정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과징금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의 환수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주
장이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적 손실과 동일(독점이윤

+ 사중손실)한 정도로 법적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내부화를 지향
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점을 공정위가 공식
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2004년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언
론기사 등에 미루어 보건대, OECD기준과 미국법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공정위를 포함하여 국내학계에서 대체로 공유되
고 있다. 그런데 이 공식은 앞서 OECD 및 미국에서 피해규모
를 구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애초 의도와는 별개로 한국에서의
관련매출액도 사실상은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개
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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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임하였다. 전술한 대로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잘 반영하여 제재를 적절히 부과하는 것
은 무척 중요하다. 첫째, 피해의 대리변수로는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피해규모의 대리변수로서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
된 ‘관련매출액의 일정비율(=  ×  )’를 사용하였다. 이를 근
거로 한 법적조치는 바로 ‘기본과징금’인데, 현재 거의 모든 위
반행위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
서 940건의 과징금 부과대상 사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
였다. 둘째, 고의성을 잠정적으로 설명한다고 판단된 요인들(위
반기간, 시장점유율)의 위반행위별 ‘순위의 합’에 일종의 가중치
를 주기 위한 ‘고발지침 기준점수’를 곱하여 고의성의 정도를 규
명해보았다. 표본추출기간 동안의 심결자료를 통해 수집한 기초
통계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실제 집행수치와 현행 법제에서
규정한 기준점수를 통해 해당 위반행위 사건들의 ‘실제 특성’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선험적 ‘입법취지’를 모두 반영한 고의성
지수를 만들고자 했던 필자의 시도였다.
분석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피해규모가 높은 위반행위가
고의성 수준도 높다는 실증적 발견이었다. 대표적 예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되었던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피해규모 혹은 고의성의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는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집중억제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피해규모와 고의성
모두 낮게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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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
위남용행위와 버금갈 정도의 높은 고의성 지수가 산정되었다.
종합하면, 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법학과 범죄학의 기존 이
론을 개관한 후, 이제까지의 법경제학 논리들을 집합화시키고
일부 확장하는 작업은 한국경제에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확신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적범죄화의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비로소 과잉범죄화의 논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에 해당하는 한국 공정거래
법상 형벌조항들의 정당성을 확인해보았던 실험적 작업은 여러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잘 반영하여 제재를 적절히 부과하는 것이 모든 실정
법 분야에서 으뜸가는 원칙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실제 집행
되고 있는 사건들의 피해규모와 고의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해봄으로써, 현재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위반 관련 비형벌화 논의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론이 다른 실정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활용
가능할 것이지만, 고의성과 피해규모가 갖는 상대성이나 주관성
으로 인하여 시급한 일반화보다는 아무래도 과잉범죄화가 강하
게 의심되는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
다. 그 과정에서 더욱 창의적인 기법들이 출현되기를 기대한다.

3. 바람직스러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함의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줄이고 향후 그 심화를 억제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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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관한 간략한 논의를 일반적 수준에서 전개하기 이전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으로 다루었던 공정거래법제와 직결된 함의
를 제시한다. 제VI장의 분석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 다섯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분석하였다. 피
해규모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  의 경우 부당공동행위는
사건 당 평균 약 296억 원, 시장지배적남용행위는 121억 원의
평균값을 보여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편의상 이들
을 ‘제1그룹’으로 칭한다.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와 경제력집중
억제행위(이상 ‘제2그룹’), 그리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건
당 평균 10억 원 미만의 매우 낮은 수치가 산정되었다. 또한 고
의성 지수는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는데, 경제력집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보
다 각각 약 2.2배와 2.7배 높게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
상호 뚜렷이 구분되는 네 위반행위들과는 달리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의 피해규모는 평균 1억 원으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고의
성 지수가 산정되었다.
따라서 위반행위별 ‘죄책성’의 정도는 크게 보아 두 그룹으로
대분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고의성 부분은 분류가 단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극단적 분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
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거의 유사한 정도의 형사벌칙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본 연구의 분석기법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은 전반적으로 보아 ‘과잉범죄화’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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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 듯하다.
따라서 형사벌칙이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총피해’와 ‘고의
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제2그룹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즉 경제력집중
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그리고 기업결합제한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규모는 작더
라도 고의성이 높을 수 있는 [26조 ①] 1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형벌화를 규정하고,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모두 낮은 2~4호에
는 비형벌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총 940건 중 공정거래위원회
가 형사고발을 취한 것은 총 31건으로서 단지 3%에 지나지 않
는 사실 또한 현재의 형벌화가 ‘과잉’일 수 있다는 심증을 강화
시킨다. 물론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실제 형벌부과 빈도가 낮다
고 해서 곧바로 비형벌화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하지만 분
석 결과 실제로 죄책성이 현격히 낮게 나온 이상, ‘사실상 실효
없는 법조항’이라는 국내 학자들의 논리도 사후적으로는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에는 절차적 위반
행위를 규정하는 6가지 조항이 있다. 숙고 결과 이들도 원칙적
으로는 범죄경계선 안에 위치하되 정황에 따라 예외적용이 인
정되도록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 연구 제VII장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과잉범죄화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더욱 일반 수준에서의 정책함의를 잠시
탐구해보았다. 과잉범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
본적으로 무분별한 형사조항의 입법을 사전적으로 근절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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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예민한
입법자들의 정치적 유인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논평자는 과잉범죄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될 때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중(즉, 중간투표자)의 인식 변화’에는 무척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무
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범죄화 관련 기존 학자
들의 주장과 필자의 생각을 ‘입법적(및 행정적) 비범죄화’와 ‘사
법적 비범죄화’로 대분하여 간략히 서술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정책옵션들을 논하였으나 특히 ‘비
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실 과잉범
죄화에 대응하는 법경제학의 과제를 쉽게 한 마디로 요약하면,
특정 위해행위를 사회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최적법제를 찾
아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입법적 비범죄화 논의에서 볼 때 비례
성 원칙의 추구는 이 법경제학적 과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매우 주요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례성 원칙
의 엄격한 적용은 사법적 비범죄화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또한 부각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비례성을 적

절히 따지는가”로 귀결되는데, 필자는 두 가지 실천적 방안을 제
시하였다. 첫째는 범죄의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양형권한의 적정한 행사’이며, 둘째는 과잉을 야기할 수 있는 애
매모호한 조항에 대한 이른바 ‘엄격해석 원칙의 관철’이다.
종합하면, 이상 제II장에서 요약된 형벌에 관한 전통적인 학
설들, 제III장에서 총정리된 법경제학이론, 그리고 제IV장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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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범죄화 관련 정의․유형․폐해 및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범죄화
된(criminalized) 상태에 이른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적 진단들
모두 국내 학계에서는 거의 최초로 수행되는 작업들이라고 판
단된다. 이어 제V장과 제VI장에서의 공정거래법의 형사처벌 관
련 법제에 관한 실증분석 또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 실증분석에 사용된 기법은 최초의 시도이므로 실험성
을 다분히 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과잉범죄화 논의에서 실증적 기초를 제공하며 나아가 더욱 정
교한 경험분석들을 촉발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작업
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담론적 논의보다는 객관적 사실
에 기초한 토론과 정책형성이 더욱 절실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사료된다.
거듭 핵심문제는 우리의 정부 3부, 특히 사법부가 어떻게 비
례성을 더욱 적절히 따지는가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강
조하고 싶은 것은 비례성을 따질 때 죄책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결과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으로서, 특히 피해규모와 고의
성을 중심으로 (거기에 자산불충분성까지 반영하여) 법원 판단
을 통해 비례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
정이 축적되면서, 비례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과잉범죄화가 확
실하다고 판단되는 법률규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강호제현의 심도 있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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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 전과자 양산, 행정규제의 창궐, 일반범죄의 증가
2010년 한국의 전과자 수는 약 1,100만 명에 근접하여 2000년
대에 들어 한 배 반이나 증가하였다. 동 기간 전체 인구 중 전
과자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욱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2010년에는
약 22%로서, 우리나라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전과자라고 할
만큼(15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26.5%로서 네 명 중 한 명) 우
려될만한 수치라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에서 각종 행정규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매우 다양한 제재 수단 중 징역․벌금 등
형벌의 비중은 무려 44%에 달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 2008). 이들은 이른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각
각 전형적인 결과 및 원인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가 심상치 않
다. 그중에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증가추세가 가
파르다. 범죄발생의 원인진단과 처방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식들
중, Becker(1968)로부터 시작된 경제학적 이론에서는 범죄로 인
한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범죄현상도 결국 경제주체의 ‘선택’
에 의한 결과로 간주한다. 즉,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활동에 참
여하여 얻는 기대편익과 각종 기대비용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
자보다 클 때 범행을 한다는 이론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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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국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형법범죄

(일반범죄)’와 ‘특별법범죄(행정 또는 규제범죄)’로 대분된다.1)
범죄분석을 보면 지난 40년간 한국의 전체범죄(=일반범죄+
행정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전체범죄는 약 192만
건을 초과하였고 그중 행정범죄는 약 51%나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실증적 발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에서 행정범죄는 이미 1982년 일반범죄건수를 추월
하였고 그 이후 약 20년간도 증가세가 매우 가팔랐다. 동 기간
일반범죄건수의 2배가 넘는 해도 많았다. 비록 최근에 행정범죄
의 증가추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해온 결과 한국의 범죄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와 일
반범죄 증가추세는 매우 빠르다는 점이 확연히 관찰된다. 일반
범죄는 그 이전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그 증가폭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특히 2000년대
후반의 가파른 증가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발생건수는 약 94만 건이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는 1,860건이
다. 셋째,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시민들의 공공안전(public

safety)에 가장 큰 위협적 범죄로서 인지되는 강력흉악범죄의 발

1) ‘일반범죄’는 형법상의 전형적 범죄들로 구성되며 추가로 형법조항을 그대
로 준용하는 일부 특별법위반행위도 포함한다. 일반범죄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로 구분된다. 작금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
되는 강력흉악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로 구성된다. 반면 ‘행정범죄’
는 각종 행정규제 위반행위들 중 형사처벌이 부과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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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추세는 우려할만하다. 발생건수 증가율의 평균이 2000년대
전체로는 4.6%이지만, 특히 최근 4년간은 7%대를 훌쩍 넘어 갔
다. 심지어 전체 일반범죄가 주춤했던 2010년에도 강력흉악범
죄 발생의 증가속도는 지속되었다. 종합하면, 최근 10여 년 동
안 일반범죄 증가추세는 양적으로도 심각하지만 질적으로도 상
당히 열악하다는 잠정적 평가를 내리는데 무리가 없다. 물론 이
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범죄발생의 가파른 증가현상이 무엇으로부터 비
롯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
유가 있을 것이나 전술한 경제이론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범죄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
요 원인은 역시 ‘과잉범죄화’, 특히 무수한 행정규제 위반행위들
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 입법에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시각이다. 왜냐하면 현재 법집행은 심각한 자원제약 하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검찰의 법집행이 이 행정범죄자들
의 기소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체증을 겪고 있기 때
문이다.2) 또한 어떠한 경로로든 사회 전반적으로 형벌에 쉽게
2) 일반범죄 ‘기소율(또는 기소확률)’의 2000년대 11년 평균은 34%였으며 비교
적 뚜렷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행정범죄와의 매우 큰 차이
에 있다. 행정범죄 기소율의 2000년대 평균은 67%였으므로 일반범죄 기소
율은 이것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즉, 검찰은 일반범죄에 비하
여 각종 규제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두 배 가량 높은 확률로 기
소를 해왔다. 요컨대, 일반범죄 기소율은 행정범죄의 기소율에 비하여 터
무니없게 낮으며, 2000년대 하락추세를 보였다는 사실과 전술한 일반범죄
의 증가추세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Kim and Kim, 2013). 자연적으로
법원에서의 유죄판결인원이나 궁극적으로 매년 양산되고 있는 전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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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형벌의 존재 자체가 발생시키는 범
죄의 억지력은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즉, 그러한 환경에서는
형벌이 태생적으로 갖추어야 할 준엄성을 잃기 쉽고, 형벌의 경
중을 떠나서 그 부여 자체에 잠재적 범죄자가 둔감해지기 때문
이라는 점 역시 본 연구의 기본시각이다.

■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 현상
과잉범죄화에 관한 일반적 수준에서의 정의는 다른 제제수단
으로써 통제해왔거나 통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
과하는 현상이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형벌조항의
사회적 한계편익이 없거나 그 한계비용이 더 높을 때 한 사회는
과잉범죄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정의할 수 있다 (Larkin, 2013,

p. 722). 모든 사회에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기에 형벌이라는
강력 제재수단을 사용하여 금지시켜야 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형벌조항이 존재해도 심
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통상의 ‘도덕적 비난가능성(moral

blameworthiness)’과는 무관한 행위에 형벌이 가해지므로 극단
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모든 행위에는 형벌위험이 뒤따른다. 경제
주체는 그 위험 여부를 판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잉범죄화의 극단적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민들의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경찰은 검거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집행기관의 지
(대략적으로) 7할 정도가 이러한 행정규제위반자로 채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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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친 법집행에 대하여 법원도 어찌 할 수 없게 된다.3)
형벌 사용이 용이한 사회에서 모든 경제주체는 형벌을 오히
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인
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형벌은 가령 경쟁자를 축출하여 지대

(rent)를 창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대를 확보하고자 모든 형사절차를 포획하려는 이른바 특
수이익집단들의 유인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게 예측된다. 일상의
경제행위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형벌의 대상(예: 살인, 역모, 강
도, 강간, 폭행, 횡령 등)에 사용되던 수식어들(예: ‘잔인’, ‘파렴
치’, ‘사회파괴적’, ‘비도덕적’, ‘문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범
죄화시키려 하고, 또는 설사 이미 형벌의 대상으로 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처벌강도를 한껏 높이려는 각종 입법화 노력을 한
다. 이렇게 법에 의해 무장된 법집행기관은 무소불위의 모습을
띠게 된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각종 행정규제를 관장하는 기구
의 관료들 역시 규제위반자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수반
될수록 법집행 과정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을 갖게 된다. 역사가 잘 증명하듯이 지나친 재량권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편익으로 연결되므로 부패의 근원이 된

3) 과잉범죄화의 논의는 그 출발점에서 “무엇이 ‘과잉’의 기준인가?”하는 물음
에 적절한 대답을 주어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활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혹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법철학적인 쟁점과 맞닿아 있다. 본 연구결과의 초고를 검토해준 한 법조
인은 위 물음에 대한 전반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형
벌조항의 사회적 한계편익이 없거나 그 한계비용이 더 높을 때 한 사회는
과잉범죄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경제학적 개념정의를 한국 상황에서 비로
소 실체화시키는데 본 연구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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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물론 과잉범죄화 현상이 빠른 속도의 팽창을 하게 된 데에는
입법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
된다.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보면 입법자들은 항상 경쟁적인
입법수요에 직면해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입법자들이 더욱 들어주게 된다
는 명제에 이제 더 이상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그룹이 자신들의 가치나 선호에 어긋나는 타인
들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면 정치인들은 그 요구
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 후술되듯이, 사실 20
세기에 관찰할 수 있는 과잉범죄화 현상 중에는 이렇게 특수이
익집단들의 지대추구를 위한 요구뿐만 아니라 입법자 스스로의
선호 때문에 발생한 사례도 빈번하다.
가령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과잉범죄화의 원인을 (정부)조
직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산물로 이해하는 연구들도
많다. 예컨대 Stuntz(2001)와 같은 학자는 과잉범죄화와 관련하
여 형사입법 시스템에 대한 주요 참여자들의 유인 및 그들 간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였다. 우선 국회의원들과 검찰의 정치적
유인, 그리고 특수이익집단들의 로비, 혹은 법집행과정에서 평
4) 여러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법경제학의 재산권이론에 근거한 논리는
큰 설득력을 갖는다. 과잉범죄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많은 민간재산권이 공
공부분의 통제를 받게 된다. 주지하듯, 법집행자원은 공유재(commons)의
속성을 강하게 띤다. 따라서 법집행자원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라 할 수 있
는 국민의 뜻보다는 법집행자 스스로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입법에 의해 이미 통제된 민간권리들을 불법적으로 팔
면서 대가를 받는 행위인데, 이것이 바로 부패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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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입법부의 유인 등으로
말미암아 신규 또는 강화된 형사책임 조항들이 입법화된다. 그
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축적되어 결국 과잉범죄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의 영향을
덜 받는 법원은 피고인의 입장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며 입법
부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수단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체적 한계 및 궁
극적으로 입법부에 의한 판결번복의 위험회피 유인 등으로 인
해 견제기능이 제한적이라 진단내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형사입
법의 주요 참여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역학적 관계는 과잉범죄
화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전 분야에서 진행되는 과잉범
죄화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경제주체들은 늘 불안하고, 억울하
고, 그래서 납득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법체계 전반을 불신
하게 된다. 주지하듯 위해행위에 대한 ‘최후수단 또는 후방방어
벽(last resort or as back-stop)’이라고도 불리는 형벌(criminal

punishment)은 가장 강력하고 낙인효과까지 동반하므로 ‘예방적
질서(preventive order)’를 위해서 가급적 비형벌적 제재수단을
동원한 후 불가피할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Ashworth, 2008, p. 41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출현했던 무수한 종류의 범죄들은 사실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
소송대상행위들에 대한 형벌의 확장’을 꾀하면서 발생한 범죄유
형이 창궐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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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20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규제범죄(regulatory crimes)’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
하였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민사적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가혹한 형벌을 사용하면 (전술한 대로) 해당
행위가 종종 사회순편익을 창출하는데도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상이 과잉범죄화의 부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 밖에도 과잉범죄는 갖가
지 부작용을 야기하는데, ‘과잉억지’ 및 그로 인한 ‘범죄자의 양
산’, ‘집행기관의 유인왜곡’, ‘법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과잉범죄화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한 Kadish(1987, p. 37)는
다음과 같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도저

히 범죄의 감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행위들에 대하여 실제로 형
사처벌을 하며,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법집행과정을 생각해보았는가? 깊이 생각해볼수록 이
러한 문제들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해당 행위들을 비범죄화해
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은 특히 20세기 중후반부터 과잉범죄화의 길을 걸어
온 듯하다. 그리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
한국사회의 ‘과잉범죄화’에 대한 우려는 (학계는 물론) 정부부
문 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되었던 듯하다. 일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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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새 정부가 출현할 때마다 법무부 및 법제처 중심으
로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제반 법률들을 검토하여 형벌을
가령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5) 특히 1995년
헌법재판소의 한 결정에서 노동조합법 제46조 중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위반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미확정인 행정명령위반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형벌이 다른 의무
확보수단과 중복 내지 병렬적 수단으로 되어 있고, 현행 각 행
정법규에 있어 행정명령위반의 제재방법으로 거의 모두가 형벌
을 채택하고 있어서 형벌법규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헌법재판
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결정, 강조추가)고 지적하며 동
일한 문제의식을 부각하였다.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내세운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행정
형벌의 과잉으로 인해 심각해져가는 과잉범죄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탈
범죄화(decriminalization)가 필요한 부문이 무수하게 존재하며,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형사처벌 법제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
다는 인식을 필자는 강하게 갖고 있다.

5) 법제처(2008, pp. 337-347)에 따르면,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는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과태료화를 추진했는데, 1984년에는 14개,
1985년에는 3개, 1986년에는 24개, 1987년에는 2개의 법률에 대해 과태료
로 전환하였다. 그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현할 때마다 대대적인 법령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과도한 양벌규정과 벌금 등에 대한 정비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현저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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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3조
의2]), 기업결합의 제한([7조 ①], 경제력집중억제([8조의2 ②~⑤],

[9조], [10조의2 ①]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19조 ①]), 불공
정거래행위의 금지([23조 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26조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29조 ①]), 부당한 국제계약체
결 제한([32조 ①])의 법이 규정한 총 8가지 유형의 규제 모두에
대하여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결합제한을 제
외한 나머지 규제위반유형에 7개 모두에 대해서 과징금 또한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제재 강도와 폭이 매우 넓다.
특히 이렇게 광범위한 행정형벌 관례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형성에 큰 기초가 되었던 미국이나 EU의 법제와는 현격한 차이
를 보이는 부분이다.
부’(Department

of

미국의 연방공정거래법은 ‘연방법무

Justice,

이하

‘DOJ’)와

‘연방거래위원

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서 담당하고 있다.

DOJ에서는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에 근거하여 민･형사사건을 모
두 집행한다. 반면 FTC에서는 클레이튼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에 근거하여 민사사건과 소비자보호업무만을 다루고 형사사건
은 집행하지 않는다. (물론 클레이튼법에 의해 사적 구제도 가
능하다.)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형사처벌이 가장 보편화된
국가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모든 위반행위
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셔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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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와 제2조에 대해서만 형벌의 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로는 제1조의 가장 ‘적나라한(naked)’ 담합행위에 국한되고 있다

(Blair and Durrance, 2008, p. 645).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공정거래법상 형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심결수와 고발횟수를 검토하면 사뭇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부당공동행위의 고발사건은 법제정 이후 약 20년간
한 해 평균 0.5건도 되지 않다가 표본기간인 2003년에 갑자기 5
건으로 늘어났다. 세부수치를 살펴보면, 10년 동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건, 경제력집중억제규제 2건, 부당공동행위 43
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5건, 불공정거래행위 7건으로서 총 69
건이다. 이는 동 기간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한 심결수의

2.4%에 지나지 않는다. 10년간의 고발 중에서도 6할 이상은 부
당공동행위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까지 포함하
면 8할을 훌쩍 넘는다.
이 수치들에 근거하여 한국의 공정거래법제 역시 미국이나

EU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형사고발은

사실상 별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하더라도 부당공동행위에 집중
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행정범죄화가 국제기준상 별 문
제 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논리
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집행이 부당공동행위에 집중되

어 있다”는 점과 “모든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제
를 갖고 있다”는 점은 상당 수준 무관한 주장이다. 형사처벌 법
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주체들은 물론 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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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의 유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치만을 놓고 본
다면, 입법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위반행
위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해왔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
다. 반대로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히 판단해
왔다면, 그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한 비형벌화를 심각하게 생각
해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한 고발 빈도가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한 심결수의 1% 및 (사업자단체금
지행위까지 제외하면) 0.5%에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법제 자체는 형벌화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되듯이 이러한 형벌조항들에 관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었다. 형벌화 반대론자들의
주장만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전술한 대로의 ‘낮은 실효성’이
다. 즉,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들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과 같은 행정제재로써 처리될 뿐 형벌규정들의 실효성은 낮다
고 주장되고 있다. 통계연보 상의 낮은 고발비중을 볼 때 이
주장은 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령 기업결합제한 관련 위
반행위에는 위 10년 동안 단 한 건의 형사고발도 부과되지 않
았다. 두 번째 논거는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하고) 여타 위반행
위들은 ‘낮은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 내지는 고의성(mens

rea)’을 갖는다는 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논거 모두 비형벌화의 충분조
건이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첫째에 대한 반론으로서,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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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히 형벌의 과소집행을 하고
있다면 비형벌화보다는 정상집행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둘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지배력의 남용행
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 또는 주주의 희생에도 불구하
고 이루어지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갖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타 위반행위들의
소위 ‘죄책성(culpability)’을6) 검토하지 않고서는 비형벌화 여부
를 쉽게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되는 것처럼, 거듭 법경제학적인 관
점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형사처벌은
거듭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커서 죄책성이 매우 높은 위해행위
에만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공정거래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특히 형벌조항들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피해규모와 고의성의 정도를 실
증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유익해 보인다. 그래야만 현재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위반 관련
비형벌화 논의가 비로소 의미를 가질 것이다.

6) 이는 국내 법학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이다. 대체로 비난가능성
(vorwerfbarkeit)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형사학 및
형사정책학에서는 ‘가벌성’이라는 용어가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죄책성과 이들 용어를 혼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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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이상의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행정형벌의 과잉성 문제를 법경제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
유형과 피해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과잉범죄화’의 부
정적 측면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탈범죄화 혹은 비형벌화 필
요성은 이미 국내에서 간간이 인지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과잉범죄화의 정의, 원인, 유형, 부작용 등을 좀 더 체계
적으로 정리하여 기존주장들을 보완하며, 향후 법집행자원의 효
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물론 과잉범죄
화의 ‘과잉’을 논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범죄화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둘째, 과잉범죄화 논란이 많은 법
제들 중 하나를 선별하여 그 실체적 측면과 법집행과정을 검토
한 후, 앞서 논의된 과잉범죄화 관련 법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
켜 본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대상으로 행정형벌 부과에
관한 정당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바람직한 제재방식
을 숙고해본다.
본 연구목적에 깔린 기본시각 중 하나를 경제학적으로 재표
현해보면, 사법자원의 사용에 있어서도 ‘가격책정(pricing)’의 원
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벌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들에 기소나 형사소송 자원이 우선적으
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은 부문에서는 민사
적 구제방식이나 다양한 행정제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심지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부문’의 각종 자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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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help)들에 맡겨 둘 수도 있다.7) 거듭, 타인에게 피해를 주
는 행위를 억지하는 제재방식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중 하나인
형사처벌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제재수단이므로 처벌의 대상 또한 엄격히 획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연구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법학과 범죄학의 기존 이론을 개관
한 후, 이제까지의 법경제학 논리들을 집합화시키고 일부 확장
하는 작업은 한국경제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과
정에서 최적범죄화의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비로소 과잉범죄화
의 논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에 해당하는 한국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들
의 정당성을 확인해보는 실험적 작업은 여러 차원에서 큰 의미
를 가질 것이다.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잘 반영하여 제재를 적
절히 부과하는 것이 모든 실정법 분야에서 으뜸가는 원칙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피해규모와
고의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해봄으로써, 현재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위반 관련 비형벌화 논
7) 여기에는 평판, 자기보호, 및 자가보험 등이 포함된다. 경제학적 용어로 ‘가
장 시장친화적’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실정법의 형태를 띠지
는 않는다. 본문에서 언급한 민사적 구제방식 역시 경제주체들이 개별․공
동소송을 제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로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가까운
제도이다. 물론 소송제도를 운영하려면 정부기관인 법원이 개입되나, 대체
로 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소송에 이른다는 차원에서 사후적
으로 개입하므로 시장 내 활동의 자율성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 즉, 재산법․계약법․불법행위법 등 우리의 민법에 해당하는 법제들이다.
이들 실정법들에 의하여 기초적인 재산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
반하지 않는 한 시장거래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대부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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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론은 다른
모든 실정법에서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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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범죄 및 전과자 발생 추세

가. 범죄 추세
■ 지난 40년간 한국에서 전체범죄의 꾸준한 증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한국의 전체범
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8) 이는 <그림 I-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70년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약 33만 건
이었으나 2000년에는 무려 187만 건에 육박하였다. 또한 최근

2010년에는 약 192만 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40년 전에 비하
여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의 11년간 평균발생건수는 약 199만 건으로서 전체범죄 발생이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9) 또한 <그림 I-1>을 보면 전체
범죄는 1980년대부터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80년
부터 2010년까지 전체범죄의 연평균 증가건수는 약 43,800건으

8) 범죄분석의 형법범죄(이하 일반범죄)와 특별법범죄(이하 행정범죄)의
분류기준은 법령의 변화, 집계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난 40여 년
동안 수차례 변경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02년부터 적용된 양자 간의 분
류기준(기준의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이 최근 2010년
까지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2000년대 한국의 형사정책을 주로 논의
할 것이므로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2000년과 2001년의 일반범죄와 행정
범죄의 발생건수 총계에 대해 2002년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9) 전체범죄의 전반적인 증가추세는 2008년 약 219만 건으로 최고조에 도달한
뒤, 그 이후에는 약간씩 감소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2000년대는 여전히
증가추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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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는 1970년대의 연평균 증가건수 약 27,100건과 비교해봤을
때 1.6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전체범죄의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행정범죄와 일반범죄
역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범죄와 일반범죄의
정의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부록 I-A>를 참조.) 그
중 하나인 행정범죄는 2010년에 약 98만 건 발생하였는데, 이는

1970년의 발생건수 약 15만 건에 비해 무려 6.5배나 증가한 수
치이다. 한편 일반범죄도 마찬가지로 지난 40년간 연평균 증가
건수가 약 19,00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한 2010년의 일반범죄 발생건수는 약 94만 건으로 1970년 발생
건수인 약 18만 건에 비해 5배 정도에 달하여 최근의 일반범죄
발생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1980년대 파격적 증가율의 행정범죄 및 전체범죄의 상승
세 주도
<그림 I-1>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는 행정범죄가 전체범
죄의 상승세를 주도한 시기이다. 이 기간의 매년 행정범죄 증가
율 평균은 파격적인 수준인 13.3%에 이른다. (이에 반해 1990년
대의 증가율 평균은 1.7%이다.) 나아가 <그림 I-1>의 a를 기준
으로 1982년에 행정범죄와 일반범죄 간 발생건수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기간에는 일반범죄의 발생건
수가 행정범죄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였으나, 역전이 나
타난 1982년에는 행정범죄의 발생건수가 약 37만 건으로 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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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건의 일반범죄와 8만 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치적으로 비교해보면 1981년부터 1990년 기간의 행정범죄
연평균 증가건수는 무려 약 74,100건으로 이는 동 기간 일반범
죄의 연평균 증가건수 약 –13,500건과 거의 8만 8,000건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 차이가 최고조에 달한 1991년에
행정범죄의 발생건수는 약 99만 건으로 일반범죄 발생건수 약

24만 건에 비해 4배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림 I-1>의 b). 비
록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행정범죄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행정범죄가 우리나라의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에도 평균 약 57%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일반범죄보다
항상 높았다.10)

■ 1990년대 일반범죄의 급증 및 2000년대의 높은 절대수준
반면 1990년대는 일반범죄가 전체범죄의 상승세를 주도하였
다 (김두얼･전수민, 2012, pp. 28-30). 수치적으로 1990년대의
증가율 평균은 14.2%로 매우 높았으며 이에 따라 행정범죄와의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11) 이후 2000년대 일반범
10) 다음은 2000년대 전체범죄 발생건수 중 일반범죄와 행정범죄가 각각 차지
하는 비중을 수치로 나타낸 표이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일반
42.7 41.9 40.3 42.8 39.7 43.6 45.3 43.0 41.0 45.8 49.0 43.2
범죄
행정
57.3 58.1 59.7 57.2 60.3 56.4 54.7 57.0 59.0 54.2 51.0 56.8
범죄

11) 반면 동 기간 행정범죄의 증가율 평균은 1.7%로서 일반범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저조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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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대한 행정범죄 발생건수의 연비율 평균은 약 1.32로 그 차
이가 상당히 좁혀졌다.12)

2000년대부터 일반범죄 발생건수의 절대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특히 <그림 I-1>의 c로 표시된 2000년에는 일반
범죄가 그 직전년도에 비하여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13) 그
후 10년 동안에도 일반범죄는 연평균 약 86만 건씩 발생하였는
데, 이는 1970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발생건수 약

28만 건보다 3배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00년대에도 일반범죄
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즉, 동 기간 일반범죄의 연평균
할 것은 <부록 I-A>에서 언급한 범죄분류기준이 2000년도 통계에 적용되
어 이러한 차이가 크게 증폭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준적용 이전의
행정범죄 일부 항목들이 일반범죄로 새로이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2000년을 제외한 1990년부터 1999년 기간의 증가율 평균을 다시
계산해보면 일반범죄는 7.7%이고 행정범죄는 3.6%이다. 결과적으로 그 상
대적 차이가 상당히 완화되긴 하지만 일반범죄의 증가추세가 여전히 행정
범죄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12) 일반범죄에 대한 행정범죄 발생건수의 연비율은 특정년도에 행정범죄가
일반범죄에 비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연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비교대상 간에 상대적 차이가 거의 없음을 의미
한다.
13) <그림 I-1>에서 c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범죄는 2000년
약 80만 건을 기록하여 직전년도에 비해 무려 약 34만 건이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최근 2010년까지 연평균 약 86만 건의 발생건수를 유
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연속점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술한 대로
2002년 범죄분류기준이 변경된 통계적 이유에 근거한다. 즉 이 기준에 의
하여 2000년의 범죄항목들은 재분류된 반면 1999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상과 관련해서는 <부록 I-A>을 참고). 참고로 1999년의 자
료를 2002년 기준에 맞추어 통계적으로 재조정해보면, 그 증가분은 약 10
만 건으로 34만 건의 70% 정도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10만
건 상승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건수 약 24,600건에 비해
4배에 달할 만큼 높은 수치이다. 나아가 2000년부터 최근 2010년까지 일반
범죄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필자는 주목한다.

제Ⅰ장 서론

53

증가건수는 약 14,100건으로 1970년부터 1999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건수 약 9,700건에 비해 1.5배 정도 높다. 특히 <그
림 I-1>의 d로 표시된 2007년부터 2000년대 마지막 4년간은 연
평균 약 27,800건씩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발생건수는
약 94만 건이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는 약 1,860건이다.

■ 2000년대 강력흉악범죄의 급격한 증가
일반범죄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기
타범죄로 분류된다. 전술했듯이 지난 40년간 일반범죄는 지속적
인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통상적으로 시민들에게 가
장 위협적인 범죄로 인지되는 강력흉악범죄에 대한 추이를 살
펴보자. <그림 I-2>를 보면 강력흉악범죄의 발생추세는 우려할
만할 정도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력흉악범죄 발생건수 증가율 평균이 2000년대 전체로는

4.6%이지만, 특히 2007년부터 마지막 4년간은 7%대를 훌쩍 넘
어 갔으며(<그림 I-2>의 a) 이는 갈수록 증가추세가 급격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전체 일반범죄가 주춤했던 2010년에
도 강력흉악범죄 발생의 증가속도는 지속되었다. 한편, 2000년
대 일반범죄 증가율의 평균은 1.8%이며 최근 4년간은 3.4%를
기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근 10여 년 동안 일반범죄 증가
추세는 양적으로도 심각하지만 질적으로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잠정적 평가를 내리는데 무리가 없다. 물론 이는 엄청난 사회비
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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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1> 지난 40년간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

주: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김일중･정기상(2013)에
서 인용함.
a. 행정범죄의 발생건수가 일반범죄의 발생건수를 추월한 시점임(1982).
b. 행정범죄와 일반범죄 간 발생건수의 차이가 최대인 시점임(1991).
c. 일반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기간임(1999~2000).
d. 일반범죄가 연평균 약 27,800건 씩 증가한 기간임(2007-2010).

14) 근간 언론에 회자된 것만 보더라도 2003년부터 1년간 발생한 부산의 21명
연쇄살인사건과 6년간 발생한 서울 및 부천 등에서의 부녀자 8명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특히 최근 2012년 8월 의정부역에서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
여성을 상대로 한 인천의 폭행 사건 등 닷새 사이에 무려 8건의 흉기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으며, 월말에는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국민들
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2013년에는 4월 동대문구에서 묻지마 폭행사건으
로 인해 한 남성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5월에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무려 다섯 건 이상 발생하였다. 이렇듯 지난 2년간 연쇄살인
사건, 성폭력 사건, 묻지마 폭행 등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범
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은 2008년 기준 약
158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이는 GDP의 약 16.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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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2> 2000년대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김일중･정기상(2013)에서
인용함.(단, 2000년과 2001년에 대해서는 2002년 범죄분류기준을 적용함.)
a. 강력흉악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기간임(200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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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과자 양산 추세: 행정범죄자들의 주도
1) 한국의 전과자 양산 추세
한국에서 소위 ‘전과자 양산 현상’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만,
실제 통계치를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
듯 지난 40년간 전체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해왔는데, 이를 다른
각도로 본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 또한 크게 양산되어왔
음을 의미할 것이다. 한국의 전과자 수가 과연 얼마나 빨리 양
산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하고 공개된 관련 자료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문헌들을 찾
을 수 없었다. 경찰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하여 얻은 통계치를
보면 사뭇 충격적이다.15)
먼저 전과자의 양산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구체적으로 2010
년의 전과자 수는 약 1,084만 명으로 1996년의 약 606만 명에
비해 1.8배, 2000년의 약 760만 명에 비해 1.4배 정도 증가하였
다. 또한 전체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인원은 약 34만 명으로서
매년 상당한 숫자의 전과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2000
년대에도 전과자의 연평균 증가인원은 약 33만 명으로서 여전
히 높은 편이며, 2007년에는 전과자 수가 최초로 천만 명을 돌
파하였다.
15) 이는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은 순수한 전과자 자료로서 1996년부터 2010
년까지 획득 가능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모든 형
벌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검찰기소 절차를 밟지 않는 즉결심판 결
과는 배제하고 있으므로 구류나 과료와 같은 경량의 형벌을 선고받은 자
는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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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전체 인구 중 전과자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1996년에 약 13%였으나 2010년에는 약 22%로
거의 1.7배 증가하였다. 이는 곧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
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전과자라고 할 만큼 우려될만한 수치라
고 판단된다. 지극히 단순한 가정들을 사용했을 때, 만약 이러
한 추세가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2020년의 우리나라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의 추정치는 약 32%가 된다. 또한 2030년에는 약

45%로 추정되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가 되는 다소 놀
라운 결과가 나온다. 물론 거듭 이는 매우 간단한 계산에 근거
한 추정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바
로 현재의 전과자 양산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형사처벌 법제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형사정책 시
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
해 보인다.

2) 국제비교 및 전과자 양산의 주요 원인
전과자 통계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전술한 한국의 전과자 양산
현상의 위치를 자리매김해보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국제기관, 각국의 형사정책 관련 정부기관, 및 다양한 해외 학술
저널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적절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오랜 기
간 검색하였지만, 국제 전과자 통계를 찾기는 힘들었다. 그러던
중 차선책이나마 전과자 숫자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국제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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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었다.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이라는 기관이었고(www.unodc.org), UNODC
가 발표하는 서베이 통계 ‘United Nations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이하
‘UN-CTS’)가 해당 자료이다. 물론 국가별로 통계작성 기준 및 기
타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 UN-CTS에 나온 국제통계를 곧바로
비교하는 데에는 여러 단계의 검증절차를 밟아야 했다.16)

UN-CTS의 여러 통계치들 중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
미를 갖는 변수는 ‘Persons Convicted’(이하 ‘PC’)로서,17) 이는

‘검찰의 기소인원 전체집합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판결인원’을
의미한다는 점을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
에서 자료요건을 충족시키는 OECD에 속하는 14개국을 국제비
교의 표본으로 최종 선정하였다.18) 한편, 이 PC는 해당 국가의
전과자 증가 패턴을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대리변수로 볼 수

16) 우선 UN-CTS에 보고된 통계치들이 한국의 검찰연감이나 사법연감의
어느 변수들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표본에 포함된 개별 국가들의 통계
청, 법원, 법무부, 및 검찰청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자료를 대
조하였다.
17)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Persons Convicted’ may be understood to

mean persons found guilty by any legal body duly authorized to
pronounce them convicted under national law, the conviction was later
upheld or not. The total number of persons convicted includes the
number convicted of serious special law offences but excludes the
number convicted of minor road traffic offences and other petty
offences.” (UN, 2003, p. 103.).
18) 최종표본에는 Germany, Portugal, Korea, Iceland, Canada, Estonia,
England&Wales, Northern Ireland, New Zealand, Israel, Scotland, Hungary,
Finland, Czech Republic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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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별도의 검토결과를 거쳤다. 즉, 한국의 경우 이 수치의

1/4 정도가 거의 일정하게 전술한 실제 전과자 증가수와 일치하
였다. 이후 첫 번째 실증분석으로서, 자료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2008년 기준으로 이 14개국의 각 인구

10만 명당 PC를 구해 보니 다음의 흥미로운 결과들이 도출되
었다.
첫째, 2008년 기준 14개국의 평균은 약 1,648명이며 중앙값은
약 979명으로서 표본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더 왼쪽으로 치우
쳐 있었다. 둘째, 한국의 수치는 약 2,855명으로 14개국 중 3위
에 해당된다. 표본평균보다 1.7배 정도 높으며, 최하위권인 국
가들보다는 4배 이상, 그리고 중위권인 7위 독일보다는 약 2.7
배 더 높았다. 따라서 PC의 증가 수준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임을 보여주므로 (앞서 국내 전과자 증가추세에 대하여
표현했던) ‘양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
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제 두 번째 실증분석으로서, 4개국(England&Wales, Germany,

New Zealand, Scotland)에 대한 인구 10만 명당 PC의 2003-2008
시계열 값을 한국과 함께 비교하여 보았다.19) 공교롭게도 Germany
를 제외한 4개국은 앞서 2008년 수치에서 2~5위였던 상위권의 국가
들이었다. 물론 이들 국가의 평균은 전체 14개국의 6년간 전체 표본
평균

약

1,587명보다

모두

상당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19) 이들 국가들은 UN-CTS에 수록된 통계치들의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장 완벽하게 검증을 마친 국가들이다. 자세한 설명은 제IV.4절을 참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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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Wales의 (인구 10만 명당) 1심 유죄판결인원의 숫자의
평균은 2,792명이었고, 한국은 2,676명, Scotland는 2,545명, 그리고

New Zealand는 1,955명의 평균을 기록하였다. Germany의 평균은
약 1,074명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이 수치의 추세를 검토하였는
데, 한국은 표본기간동안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7년부터 빠른 속도
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PC가 해당 국가의 전과자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
는다는 사실 및 제한적이나마 다른 국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수
행되었던 위 두 가지 구체적 실증분석의 결과들에 미루어, 이
표본기간동안 한국의 전과자 스톡이 증가한 속도는 국제적 기
준으로 볼 때 매우 빨랐을 것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릴 수 있다.
거듭 제한적이나마 이른바 ‘전과자 양산론’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전과자 증가 현상이 과연 어떤 범죄
유형에 의해 주도되는지에 관한 검토는 우리의 형사법제는 물
론 향후 형사정책의 방향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를 위해 검찰의 기소인원 전체집합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인원을
대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범죄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조사기간 동안 기소자 전체집합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인원 중
일반범죄자 비중이 평균 28%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1심 유죄
판결인원 중 행정범이 7할이 넘는다는 의미이다. 다른 국가들
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이 7할이 갖는 의미를 단
정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지만, 한국 법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7할이 전통적인 형법상의 일반범죄보다는 각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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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제 관련 법제를 위반한 자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은 사뭇 놀라운 발견이었다. 따라서 바로 앞 소절에서 심각하다
고 진단되었던 한국의 전과자 양산 현상 배후에는 행정범죄가
거의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기소자의 유
형과 전과자의 유형간의 상관관계이다. (앞으로 제IV절에서 상
술 되는대로) 검찰연감상 2005년부터 5년 동안 행정형사범은
검찰의 전체 기소인원수의 평균 6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런데 이 수치 또한 매우 흥미로운 함의를 제공한다. 즉, 검찰
기소단계에서 일반 대 행정범죄 선택이 전과자의 구성비율을
거의 결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단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욱 정교한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이 가설은 기소
단계에서의 검찰의 선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하다.
행정형사범이 총기소인원수의 63%나 되는 비중을 차지할 수 있
었던 것은 동 기간 검찰이 일반범죄자에 대해서는 평균 31%의
기소율을, 그러나 행정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두 배가 넘는 무려

66%의 기소율을 평균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경험적 발견들에 근거하여 필자가 잠정적으로나마
제시할 수 있는 명제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분석기간이
었던 199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전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둘째, 한국의 전과자 양산 현상이 상기 국제비교의
표본기간동안 매우 두드러졌다. 셋째, 그 양산 현상이 전통적인
일반범죄보다는 행정범죄에 의해 압도적으로 주도되었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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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단계에서의 일반범죄 대 행정범죄자 선택이 전과자의
구성비율을 거의 결정하므로 (최소한 한국에서는) 기소활동 단
계에서의 검찰의 상대적 우선순위와 관련된 탐구는 한국의 형
사정책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20)

20)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검토했던 실제 통계치들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이
명제들의 유효성이 최소한 한국에서는 매우 크다는 확신이 강하게 든다.
만약 그렇다면 기소단계에서의 검사들의 선택과 그 결과에 관한 연구는
형사정책상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도 이에 부합하는 실증분석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보고자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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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순서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
선 형사처벌에 관한 전통적 학설이었던 응보론과 억지론, 그리
고 궁극적으로 법경제학적 논의 및 그에 근거한 과잉범죄화이
론에 들어가기 이전, 오랜 기간 법학계에서 축적되어 왔던 처벌
의 큰 두 가지 목적에 포함된 다섯 가지 세부목표들을 간략히
개관해보자. 용어들은 물론 각 이론들의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제II장 이후의 본격적인 논의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제II장
제II장은 죄책성, 범죄, 형사처벌 등에 관한 다분히 서베이 성
격을 갖는 이론법제적
․
논의이다. 후속 장들에서의 ‘법경제학적’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 ‘범죄의 정의’ 또는 ‘형사처벌의 목적’에
관하여 전통적인 법학, 범죄학, 도덕철학 분야에서 어떤 이론이
발전되어 왔는지를 개관한다. 왜냐하면 초기 법경제학 연구에서
는 사실 대개 ‘범죄 = 위해행위’로 전제하면서, 단순히 ‘형벌 =
그러한 범죄를 줄이는 수단’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작
범죄정의 또는 형벌목적 등의 주제에 관한 법경제학계의 숙고
는 198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므로 지난 수 세기의 역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작은 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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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범죄의 정의’를 기존 학
계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개관해본다. 이렇게 형벌대상을
탐구하는 작업은 ‘과잉범죄화’를 논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
정의상, ‘과잉’을 따지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을 먼저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형법조항도 무척 많고 형벌의 대상
이 되는 사람들 또한 많지만 정작 그 수준이 적정한지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형법의 적정량(right

amount of criminal law)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요체이
다. 그런데 (물론 자체적으로 비판도 받았지만) ‘범죄 = 형벌대
상행위’ 식의 순환적 정의가 기존 법학 또는 범죄학계에서는 의
외로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범죄의 ‘순환적 정의’가 갖는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강
조한다. 순환성(circularity)은 기존 범죄화 안에 내포된 오류 여
부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출현하는 위해행위에 대한
범죄화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매우 늦게 출발한 범죄화에 관한 법경제
학적 논의들에서는 접근방식에서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범죄의
정의에서 나타났던 순환성 문제가 많이 극복되었고 동시에 형
벌목적 또한 상당히 뚜렷해졌다. 후술되듯 제3절에서 형벌목적
에 관한 법학계의 논쟁을 비교적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법경제학 이론의 일부를 먼저 소개함으로써 두 학문 사이에 존
재하는 차이점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필자의 후속 논리전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분야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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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고전적 연구라 간주되고 있는 두 학자 Richard Posner와

Steven Shavell의 범죄론만을 <부록 II-A>에서 간략히 소개한다.
제II장에서는 나아가 ‘형벌의 목적’에 관한 기존 학계의 방대
한 논쟁과 그 역사를 정리한다. 즉, 크게 보아 ‘응보론’과 ‘억지
론’에 관한 논쟁인데, 전통적인 법학에서는 전자가 가장 오랜 기
간 동안 주류이론의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 핵심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blameworthiness)의 크기이며, 그 크기에 비례한 수준으
로 고통 받게 하는 것이 처벌의 목적이라는 논리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법경제학자가 이 형벌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던 매우
훨씬 이전부터 법학계(및 범죄학계) 내에서도 ‘억지론’이 나름대
로 정립되어 왔었으며, 응보론과 억지론 사이에는 상당한 공방
이 있어 왔다는 점이다. ‘법학계와 경제학계의 사이의(inter)’ 상
이한 형벌이론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앞서, 우선 이 ‘법학계 내
에서(intra)’ 존재했던 이론과 주장의 차이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형벌의 목적’에 관하여 법경제학 시각을 좀 더 포괄
적으로 개관한다. 20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최소한 영미법
국가의 법학계에서는 억지론이 점차 많은 설득력을 얻었으며
약 30년이 흐른 후에는 다소 남용되던 경향도 보였다. 이에 맞
추어 법철학에 기반을 둔 응보론이 적절한 견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한 형사정책의 틀을 만드는데
큰 성공을 한 것은 아닌 듯하다. 범죄유형마다 어느 정도의 응
보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일단 힘들고, 또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난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혹은 응용 가능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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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성공한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Kaplow and

Shavell(2002, p. 303)의 지적을 시작으로 응보론에 대한 법경제
학자들의 (비판적) 평가를 정리한다.
형사처벌에 대하여 법경제학자들은 지극히 고의적이고 강제
적인 부의 이전과 같은 행위, 즉 ‘죄책성’을 성립시키는 행위들
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믿음으로부터 그 목적을 도출한다. 만약
소소한 강도라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믿음이 훼손되고
향후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따라
서 죄책성있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으므로 처
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억지론’이다. 이 가치의 훼손은 강도의
피해당사자나 그 소식을 접한 이웃사람들을 넘어서는 ‘범사회적
이고 동태적인 피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환언하면 ‘확장된

(extended) 피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에 근거하여 처
벌의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그 행위를 억지하려는
것이다. 제II장에서 이러한 법경제학적 시각이 갖는 비교우위를
논리 및 사례로써 도덕철학적 입장과 비교하며 서술해볼 것이
다. 이렇게 ‘형벌의 목적’과 ‘죄책성 결정요인’ 하에서 ‘범죄영역’
은 자연스럽게 획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다.
제II장을 맺으면서 마지막 절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 및 형벌
목적 등을 간략히 개관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법경
제학적 시각은 물론 법학, 도덕철학, 범죄학의 이론들 역시 다
분히 영미법국가들의 법제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들과 사뭇 다
른 법제와 학설에 기초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일일이 비교하
려는 의도는 없으나, 필자의 제한된 지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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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학설에 대한 최소한의 개관은 유익해 보인다. 한국에서
는 주로 형사정책학적 시각에서 범죄의 개념을 정의해왔다. 그
과정에서 반사회적 행위, 일반범죄 대 행정범죄, 형식적범죄 대
실질적범죄 등의 여러 개념을 구분하는 작업을 시도했고, 이들
은 제반 형사정책이론의 기본개념으로서 활용되어 왔었다. 그중
이를테면 실질적 범죄와 같은 개념이 후술될 법경제이론의 기
본시각과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이 개념
하에서 범죄구성의 핵심요소로서 거론되는 사회유해성, 윤리규
범침해, 법익침해 등의 기준들이 실제 입법화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보편타당성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세부지
침들이 더 필요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 제III장
제III장에서는 형사적 제재수단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을 본격
적으로 논의한다. 1960년대 말 시작된 범죄 관련 법경제학 이론
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억지(deterrence)’에
두었다. 하지만 제II장에서 언급한대로 “범죄란 무엇인가?”(즉,

“형벌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법경제학 연구는 1980
년대 중반에야 시작되었다. 말하자면 초기 경제학자들은 대개

‘범죄 = 형사처벌의 대상’의 (순환적) 정의를 염두에 두었거나,
‘범죄 = 위해행위’ 등의 추상적 정의를 하였거나, 또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위해행위의 범죄 여부는 이미 ‘주어
진 것’ 또는 외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이다. 제III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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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저 이 ‘범죄의 (최적)영역’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다.
우선 그간의 핵심 연구들을 바탕으로 ‘범죄와 형사처벌’에 관
한 법경제학 이론을 정립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아울러 그 과정
에서 필자의 생각을 ‘세 가지’ 측면에서 (또는 방식을 사용하여)
반영해볼 것이다. 첫째는 다소 흩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는 기존
주장들을 서로 연계하여 묶는 작업이다. 둘째, 특정 학자들의
일부 세부논리에 대한 필자의 상이한 경제논리들이 있을 때에
는 그 부분을 명시한 후 가급적 비교의 형태로 서술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쾌히 할 것이다. 셋째, 긴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존 법
학이론(특히 응보론)에서의 상응하는 논리들을 함께 제시하고
일부 법제도 소개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호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자 한다.
관련 이론들에 깔린 핵심적인 시각들을 우선 종합해보면 다
음과 같다. 일종의 함수관계로서, 형벌의 대상을 결정할 때 ‘형
벌목적’과 ‘죄책성’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다. 법경제학에서
형벌의 목적은 억지에 있으므로 응보나 기타 목적과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죄책성 또는 그 정도를 결정하는 요
소들이 중요한데,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는 해당 행위가 야기
한 총피해(직접피해+확장피해), 고의성, 자산불충분성 등이 죄
책성을 결정하는 대표적 요소들이다. 결론적으로, 법경제학에서
의 형벌의 대상, 즉 범죄는 그러한 ‘죄책성이 커서 다른 제재수
단보다 형벌로 더욱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특히 전술한 ‘확장피해’는 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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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후생의 손실이 때로는 행위의 피해당사자에 그치지 않
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효과는 장기적
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시공을
넓혀 (-)의 외부효과를 확장할 수 있다. 당연히 민사적 제재수단
들 특히 불법행위법 하에서 행위의 가해자는 그러한 제반 ‘공적
사회비용’을 감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면 반드시
억지되어야 할 행위들이 발생될 여지가 커진다. 특히 이 공적
비용의 개념을 점점 확대시켜 보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근
간이 되는 기본권들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예: 연쇄살인사
건, 인신매매, 선거결과조작 등) 이러한 외부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관건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확고한 사회규범을 훼
손하는 이 ‘확장피해’를 측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적 개념을 사용하면 ‘확장피해’의 규모
를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상의 배경 하에서 ‘총피해’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총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을 파악한다. 물론 그 이상의 세부유
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지만 이들로써도 현존하는 범죄들의 상
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유익한 함의를 제공할 것
으로 기대한다. 가령 형벌은 원칙상 (직접)피해의 발생을 전제
로 하지만,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미 추상적으로 또는 외생적으
로 결정되어 있는 ‘비난가능성’과 같은 기준보다는 특정 유형의
행위 및 그 피해가 갖는 경제학적 속성에 기초하여 구분작업을
한만큼 이들에 바탕을 둔 ‘범죄화’ 내지는 ‘범죄경계선’에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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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신종 위해행위에 대한 형
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제IV장
제IV장은 과잉범죄화의 문제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과잉범죄화의 원인을 개관한다. 20세기 출현했던 무수한
종류의 범죄들은 사실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법학계의 지적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 경제학적 시각에
서 과잉범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검토한다. 요컨대 정
치권, 법집행기관, 그리고 각종 이익집단에 연루된 유인이나 이
해관계 때문에 (과소범죄화보다는) 과잉범죄화 쪽으로의 편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가령 ‘예비범죄’, ‘소지범죄’, ‘위협범
죄’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범죄들이 큰 숙고 없이 도입되었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전통적인 억지론에 의하면 물론 피해발생에
대한 예방기능이 원칙적으로 정당화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은 여러 필요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제III장의 법경제학적 시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관찰을 할 수 있다. 특별히 행정규제와 과잉범죄화
는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명제를 부각하게 될 것이다. 행
정규제의 급증은 일면 범세계적 현상으로서, 위반을 막기 위한
제재수단들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에 대
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형벌에 거의 무차별적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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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해왔다는 주장이다. 요컨대 ‘행정규제 ⇒ 형사처벌 ⇒ 과잉범
죄화’의 연계(nexus)에 관하여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어 과잉범죄화를 좀 더 심도 있게 논하기 위하여 그 유형
의 구분 작업을 시도한다. 이미 제III장에서 총피해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범죄유형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필자는
법경제학적 근거에서 합당한 사회최적 ‘범죄경계선’을 도출하였
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과잉범죄화에 관한 기존 법학계
연구에서 주로 지적된 범죄유형들은 이 범죄경계선을 활용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범죄경계선을
통하여 각 유형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IV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두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것이다.
첫째, ‘엄격책임범죄의 확장’을 무리하게 추구하면서 발생한
범죄유형이다. 전통적으로 불법행위법에서 관할했던 엄격책임
에 이제 형벌을 조합하면서, 전술한 최적 범죄경계선 한 쪽(윗
부분)이 팽창되어 버린 현상으로서 설명할 것이다. 둘째,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행위들에 대한 형벌의 확장’을 꾀하면
서 발생한 범죄유형이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특히 본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20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규제
범죄(regulatory crimes)’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다. ‘과잉범죄
화’ 현상은 실제 범죄행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규
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이 유형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다. 셋째, ‘피해가 낮은 위해행위로의 형
벌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성립된 범죄유형이다. 사람, 재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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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형사벌칙
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론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미국
의 경우 1960년대부터 매우 경미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까
지 형벌을 부과하기 시작했던 경위를 개관한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에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편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
영된 결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
키는 속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될 것이다. 대표적 예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른바 ‘희생자 없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국내법제의 서베이 결과이지만) 이 세 번째 유형의 과
잉범죄화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는 결론을 필자는 내리게
될 것이다.
이 유형 검토를 마친 후에는 과잉범죄화가 야기하는 폐해를
검토해본다. 영미법계의 국가들에서는 전술한 엄격책임범죄로
인하여 이미 20세기 초에 이 현상의 폐해를 인식하기 시작하였
으며, 1960년대에는 Kadish와 같은 학자를 필두로 본격적인 논
의가 시작되었다. 한편 제한된 문헌서베이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학계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듯하며, 큰 맥락에서 외
국학자들의 견해와 유사해 보인다. 특히 전술한 두 번째 유형의
과잉범죄화, 즉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지나친 형사처벌 관행이
주요 논란대상으로 보인다.
과잉범죄화의 폐해는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필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첫째, 범죄자양산과
과잉처벌(비례성파괴)의 폐해이다. 결국 형사처벌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이 갖게 되는 순간 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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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와 더불어 애초 형벌이 의도했던 낙인효과와 같은 억지력
이 감퇴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둘째, 과잉범죄
화는 법집행기관의 유인을 왜곡시킨다는 부작용으로서 두 방향
으로 나타난다. 우선 ‘과다집행’ 현상으로서, 강력한 처벌로써
뒷받침되는 규제들이 존재하게 되면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확대
되어 처벌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집행기관은 오히려

‘과소집행’하려는 유인도 작동할 수 있는데, 늘어난 업무부담 하
에서 실적제약을 채우기 위해 사회적으로 피해가 커서 최우선
적으로 처벌되어야 할 흉악범죄들의 집행을 꺼리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
는 세 번째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미 제정된 형벌처벌 대상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법집행이 특정 부류의 범죄(예:
행정규제위반)에 치중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타 부류
의 범죄(예: 강력흉악범죄)를 증가시키는 질적으로 매우 바람직
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대표적으로, 일단 그러한 다른
범죄를 수사할 자원이 줄어들며, 이미 법집행기관 전반에 부하
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설사 같은 자원을 사용하더라도 예전과
동일한 억지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다. 나아가 (역시 경제
학의 억지력가설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잠재적 범
죄공급자는 범죄의 공급을 늘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의
기회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위 첫 번째와 세 번째 폐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제IV장
의 마지막 두 절에서 각각 다른 실증분석을 소개한다. 우선 그
첫 번째는 한국 및 외국 전과자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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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제비교 분석이다. 그 분석결과를 최종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네 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는 전과자가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전과자 양산 현상이 수준과 속도에서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으
로 매우 두드러진다. 셋째, 그 양산 현상이 전통적인 일반범죄
보다는 행정범죄에 의해 압도적으로 주도되고 있다. 넷째, 검찰
기소단계에서의 일반범죄 대 행정범죄자 선택이 전과자의 구성
비율을 거의 결정하므로 (최소한 한국에서는) 기소단계에서의
검찰의 선택과 관련된 탐구는 한국의 형사정책에 매우 큰 중요
성을 갖는다. 특히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함의는 그 다음 절의
실증분석과 직결된다.
마지막 절에서는 “제한된 검찰자원 하에서 (전술한 바와 같

이) 행정규제위반자에 대한 형사기소가 집중될수록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일반범죄 발생비가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설
을 검증했던 필자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요컨대 법집행이
행정범죄로의 쏠림현상을 보일 때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존재’와 ‘정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계에서 사용
되는 최신 추정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며, 그에 더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기법 또한 새로이 고안할 것이다.
행정범죄로의 쏠림현상이 수반하는 기회비용은 크게 세 가지
로서 ‘구축효과(crowding-out)’, ‘파급효과(spill-over)’, 및 ‘체증효
과(congestion)’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축효과는 자원제약
하에서 (어떤 이유로든) 검찰의 기소자원이 행정범죄에 치우치
게 될 때, 일반범죄 기소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일반범죄에 대

제Ⅰ장 서론

75

한 기소억지력이 약화되는 다분히 ‘양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둘째, 파급효과란 이 쏠림현상으로 인한 자원제약이
심할수록 (자원제약이 심하지 않은 곳에 비해) 같은 기소율 수
준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억지력이 약해지는 방향 내지는 상태
로 기소활동이 이루어지는 ‘질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지칭한
다. 마지막으로 체증효과란 지역별 검찰청이 직면한 ‘해당 업무
의 강도 또는 수요’가 상당한 규모로 많아지면 파급효과의 정도
가 더욱 커지는 일종의 증폭효과를 의미한다.
패널방법론으로써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히 최근의
일반범죄 증가추세에 초점을 두고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
년을 표본기간으로 삼았다. 검찰청의 본청 및 지방청 수는 총

57개였으나, 자료수집편의 및 검찰청간 규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13개 광역지역으로 나누었다. 도출된 실
증분석의 결과는 부족한 자원상황 하에서 검찰의 법집행자원을
행정범죄에 치중할 때 일반범죄의 공급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전술한 구축효
과, 파급효과, 및 체증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
니라 그 규모도 컸기 때문이다. 이들 추정치들에 근거하여 계산
해보면, 가령 특정 연도 특정 지역에서는 행정범죄기소인원의
증가분만으로써 그해 해당 지역 일반범죄발생 총수의 5%를 상
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행정범죄로의 쏠림현상에는
상충효과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을 실험적이지만
비교적 명백하게 입증한 실증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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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V장
제V장과 제VI장은 사례분석이다. 제IV장에서 과잉범죄화의
원인에 관한 일반론,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 및 파생되
는 각종 부작용을 검토하였으므로 이들 두 장에서는 특히 과잉
범죄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두 번째 유형

(즉,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제를
하나 선택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사실 증권거래, 금융,
교육은 물론 화재, 환경, 위생, 교통, 건설 등 이와 같은 위험성
을 내포하는 규제법들은 그야말로 무수히 많다고 판단되지만,
지면 제약상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법에 관하여 검토한다. 공
정거래법 역시 형사처벌 사용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 할 것 없이
매우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대상으로 행정형벌
부과에 관한 정당성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바
람직한 제재방식을 숙고해보는 목적을 갖는다.
이 목적을 위하여 제V장에서는 우선 공정거래법의 등장배경,
미국과 EU의 공정거래법제를 간략히 개관한다. 이어 한국의 법
제 중 본 연구에 직결되는 부분들을 검토한다. 한국의 공정거래
관련 법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1980년 12
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처
음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은 거의 20차례의 개
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
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위반자에게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 9가지 종류의21)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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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발과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에서는 위반행위들을 총 6가지
로 분류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
지’ 행위부터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까지 총 8가지(‘기업결
합제한’과 ‘경제력집중억제’는 제3장에서 함께 규정)로 구분한다.
전술한 대로 이 8가지 유형 모두에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
며, ‘기업결합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위반유형 7개에 대해서
는 과징금조항에 근거하여 과징금 또한 부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핵심인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 부과의 추이를
보면,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후 1990년까지 십 년간 23건
에 불과했던 고발건수가 1991년부터는 매년 평균 10건 정도씩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실체적 위반행위
대부분은 형사벌칙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연보(공정거
래위원회, 2012, p. 32)의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처리한 공정거래법 전체 사건 12,587건
중 1.5%인 192건만이 고발되어 낮은 고발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제V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한국 공정거래법에 포함되어 있는
형사벌칙조항들에 대하여 법경제학적 논리들을 적용해본다. 제

III장에서 검토한 형사처벌 정당화의 기준이 되는 ‘죄책성’ 요건
들을 위주로 검토한다. 즉, 총피해(직접피해+확장피해), 고의성,
자산불충분성 등의 세부요소들을 해당 규제조항에 적용해볼 것
21) 2012년 공정위의 통계연보에서는 조치유형을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요청, 시정권고, 과태료, 경고, 자진시정, 조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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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문헌들의 주장도 관련 위반행위별로 소
개한다. 자세히 후술되겠으나, 대부분의 법경제학 문헌들은 부
당공동행위와 (부분적으로) 시장지배력남용행위를 제외하고, 다
른 위반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제VI장
제VI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행정형벌 부과의 정당성에 관
한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거듭 형사처벌 부과의 정당
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히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잘 반영해
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정량적으로 쉽게 계측할 수 있다
면, 이제까지 본 연구에서 다루어 온 과잉범죄화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처벌을 정당화시키는 일정 임계치
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일만 남아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이나
입법부에서 이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도 용이하지는 않지만, 더
욱 큰 문제는 피해규모와 고의성의 정량화 작업에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초기에 필자를 가장 당혹케 만든 것은 특히 피해규모의
측정작업이었다.
물론 그동안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에 대한 피해규모를 측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가령
대규모 공정거래 사건에서 원피고 모두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
생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종종 계산하였다. 물론 이때
깔린 주요 논리는 ‘만약 해당 위반행위가 없었다면’이라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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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한 소위 ‘But For’ 검증이었다. 그런데 주지하듯 이 사중
손실의 계산이 쉽지 않다. 많은 가정과 전제를 필요로 한다. 하
지만 필자가 직면한 더욱 큰 문제는 본 연구는 개별 사건에 관
한 논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위반행위 유형별 형벌부과의 정
당성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야기하는 사회적 피해의 평균적 개념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리된 12,587건에 대한 사중손실을 계산해보는 것은 불가
능하다. 무작위로 추출한 부분집합에 대한 계산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크기가 예컨대 몇
백 개 정도가 된다면 역시 거의 불가능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조우하게 되
었다. 첫째, 미국은 물론 OECD에서 벌금 또는 민사금전벌을 부
과할 때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오랜 기간 활용해 온 ‘관련시장의
일정 비율(  ×  )’ 논리였다. 둘째, 그들 미국과 OECD의
경쟁법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 온 한국의 현행 공정거래
법에 의하면 정확히 이  ×  를 (외국의 민사금전벌에 해
당하는) 기본과징금 산정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셋째, 2007년 316건을 위시하여 2000년대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
으로 연평균 100건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표본크기를
확보하는데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었다.22)
22) 1988년부터 1991년의 부과건수는 2건, 총부과금액은 2억 3,000만 원에 불과
했지만, 1992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부과건수는 50건, 부과금액은 7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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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수많은 국가들의 경
쟁법에 심대한 영향을 주어 왔던 미국 공정거래법은 USSG

§2R1.1(d)(1) 조항에 기본벌금액의 산정기준으로 ‘관련매출액
의 20%(=  ×   )’를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별히 동 조항에서는 수평적 위반행
위로 인한 실제이득 부분을 판매가격의 10%로 계산하고, 사회
총손실은 행위자의 이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득 외에 손실부
분까지 감안하여 2배에 해당하는 20%를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한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물론 이  ×  기준에
대하여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관련매출액의
사용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

DOJ는 ‘  ×  ’만큼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공정거래법 기준을 준용한 OECD에서도 위반행위
로부터 발생한 이득과 그 외의 손실을 합한 금액만큼을 피해 대
리변수로서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장 용이한 계산방
식이 “(카르텔로 인한)관련매출액에 초과가격(overcharge)을 곱

한 것”(즉,  ×  )이라고 밝혔다. OECD는 실제 사건들의
피해규모를 확인하고자 15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
시하여 119개 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국가별
보안상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수집된 사건은 총 16개였으며, 실
제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었던 사건은 14개였다. 매우 흥미롭게
원까지 증가하였다. 나아가 1년 만에 부과활동이 급증한 2005년부터 2012년
까지의 평균 부과건수는 143건, 부과금액은 무려 3,946억 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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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개 사건에 대해 추정된 피해액의 중앙값은 15~20%로 계
산되어 미국의  ×  와 유사한 값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는 2004년에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기
본과징금을 유형별로 ‘관련매출액(혹은 그에 상응하는 특정금
액)의  %(=  ×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
다. 과징금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의 환수를 그 목적으
로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적 손실과 동
일(독점이윤 + 사중손실)한 정도로 법적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내
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점을 공
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2004년 시행령 개정안, 보
도자료, 언론기사 등에 미루어 보건대, OECD기준과 미국법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공정위를 포함한 국내학계에서 대체로
공유되고 있다. 그런데  ×   는 앞서 OECD 및 미국에서
피해규모를 구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애초 의도와는 별개로 한
국에서의 관련매출액도 사실상은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이를 바탕으로 제VI장에서는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들어간다.
전술한 대로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잘 반영하여 제재를 적절히
부과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첫째, 피해의 대리변수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ECD 및 미국의 선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피
해규모의 대리변수로서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관련매출
액의  %(=  ×  )’를 사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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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로 ‘기본과징금’인데, 현재 거의 모든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940건의 과징금
부과대상 사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23)
둘째, 고의성을 잠정적으로 설명한다고 판단된 요인들(위반기
간, 시장점유율)의 위반행위별 ‘순위의 합’에 일종의 가중치를
주기 위한 ‘고발지침 기준점수’를 곱하여 고의성의 정도를 규명
해보았다. 표본추출기간 동안의 심결자료를 통해 수집한 기초통
계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실제 집행수치와 현행 법제에서 규
정한 기준점수를 통해 해당 위반행위 사건들의 ‘실제 특성’과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선험적 ‘입법취지’를 모두 반영한 고의성 지
수를 만들고자 한 시도이다.
분석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피해규모가 높은 위반행위가
고의성 수준도 높다는 실증적 발견이었다. 대표적 예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되었던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피해규모 혹은 고의성의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는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피해규모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  의 경우 부당공동행위는 사건 당
평균 약 296억 원,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는 120억 원의 평균값을
23) 법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과징금 부과건수는 매년 두 자리 수에 불과하였
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건수는 2004년 89건에서 2005년 264건으로 불과 일
년 만에 약 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한편 부과금액은 2009년 3,661억 원에서
2010년 6,071억 원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과징금을 이용한 제재가
최근 강력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표본추출기간은 과징금 부과건수
가 전년도의 3배 이상으로 갑자기 증가했던 2005년부터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2배 상승한 2010년까지 총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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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이들을 ‘제1그룹’으로
칭한다.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와 경제력집중억제행위(이상 ‘제

2그룹’),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건 당 평균 10억 원 미만의
수치가 산정되었다. 또한 고의성 지수는(거의 유사한 값을 보
인)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서 경제력집중
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보다 각각 약 2.2배와 2.7배 높게 도
출되었다. 한편, 이상 상호 뚜렷이 구분되는 네 위반행위들과는
달리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피해규모는 평균 1억 원으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고의성 지수가 산정되었다.
이렇듯 위반행위별 ‘죄책성’의 정도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극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
법상 절대 다수의 위반행위에 형사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므로 최소한 본 연구의 분석기법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은 전반적으로 ‘과잉범죄화’ 상태라고 결론지을 수 있
을 것이다. 즉, 제1그룹(특히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만 원칙적
으로 형사처벌이 적절하다는 것이 본 분석에서 도출되는 주요
함의이다. 반면, 형사벌칙이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총피해’와

‘고의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제2그룹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서는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즉 경제력
집중억제행위, 불공정거래행위(및 기업결합제한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규모는 작더
라도 고의성이 높을 수 있는 [26조 ①] 1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형벌화를 규정하고,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모두 낮은 2~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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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형벌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총 940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
고발을 취한 것은 총 31건으로서 3%에 지나지 않는 사실 또한
현재의 형벌화가 ‘과잉’일 수 있다는 심증을 강화시킨다. 분석
결과 실제로 죄책성이 현격히 낮게 나온 이상, ‘사실상 실효 없
는 법조항’이라는 국내 학자들의 논리가 사후적으로는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24)

■ 제VII장
마지막 결론을 맺는 제VII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던
필자의 경험적 관찰 및 그 배후에 깔린 법경제학적 진단과 잠정
적 처방을 간략히 재서술한 후 주요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한
다. 특히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제의 탈형
벌화(또는 비범죄화) 근거와 도출된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방
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제VII장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과잉범죄화의 현상을 극
복할 수 있는 더욱 일반 수준에서의 정책함의를 잠시 탐구해볼
것이다. 과잉범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
24) 나아가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절차적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6가지 조항이
있다. 숙고 결과 이들도 원칙적으로는 범죄경계선 안에 위치할 수 있다고
본다.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법제나 공권력에 대한 불복
의) 고의성이 높아 범죄경계선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
령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여 고의성이 낮다면 범죄경계선
바깥에 위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조항들은 범죄경계선 안에 위치시
키되 정황에 따라 예외적용이 인정되도록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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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분별한 형사조항의 입법을 사전적으로 근절시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예민한 입법자
들의 정치적 유인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논
평자는 과잉범죄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될
때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중(즉, 중간투표자)의 인식 변화’에는 무척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범죄화 관련 기존 학자들의 주
장과 필자의 생각을 ‘입법적(및 행정적) 비범죄화’와 ‘사법적 비
범죄화’로 대분하여 간략히 정립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정책옵션들을 논하게 될 것이지만
특히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
이다. 사실 과잉범죄화에 대응하는 법경제학의 과제를 쉽게 한
마디로 요약하면, 특정 위해행위를 사회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최적법제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입법적 비범죄화
논의에서 볼 때 비례성 원칙의 추구는 이 법경제학적 과제를 법
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매우 주요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례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사법적 비범죄화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또한 부각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비례성을 적절히 따지는가”로 귀결되는데, 필자는 두
가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범죄의 비난가능성을 고
려하여 이를 반영한 ‘양형권한의 적정한 행사’이며, 둘째는 과잉
을 야기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조항에 대한 이른바 ‘엄격해석
원칙의 관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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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이상 제II장에서 요약된 형벌에 관한 전통적인 학
설들, 제III장에서 총정리된 법경제학이론, 그리고 제IV장의 과
잉범죄화 관련 정의․유형․폐해 및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범죄화
된(criminalized) 상태에 이른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적 진단들
모두 국내 학계에서는 거의 최초로 수행되는 작업들이라고 판
단된다. 이어 제V장과 제VI장에서의 공정거래법의 형사처벌 관
련 법제에 관한 실증분석 또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 실증분석에 사용된 기법은 최초의 시도이므로 실험성
을 다분히 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과잉범죄화 논의에서 실증적 기초를 제공하며 나아가 더욱 정
교한 경험분석들을 촉발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작업
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담론적 논의보다는 객관적 사실
에 기초한 토론과 정책형성이 더욱 절실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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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론 : 요약

가. 형사정책 기본으로서의 형사처벌
향후 제ll장 이하에서 이 범죄의 정의 내지는 획정을 놓고 고
민한 학자들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범죄의 정의’는 ‘처벌의 목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는 점을 여기에서 거듭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어느 목적론을
취하는가에 따라 범죄화의 주요 획정기준(즉, 응보 또는 억지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미리 언급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가령 응보의 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비
난가능성(moral blameworthiness)’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반면, 억지의 대상으로는 해당 행위로부터 야기된 ‘피해(harm

to others)’에 큰 비중을 두는 듯하다.
한 국가의 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정책, 즉 범죄를 다
스리는 정책의 가장 기본골격은 ‘형사처벌(criminal punishment)’이
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을 결정하고 그 처벌강도를 결정하는
일이 형사정책을 수행하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과연 어떤 상황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지침을
제시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관한 학계의 탐구는 Husak(2008, p. vii)이 표현한 대로

“과연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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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규정할 수 있다. 주지하듯 형사처벌을 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제
는 형법(criminal law)으로서 국가의 행위 중에 그 어떤 것보다
도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가령 어떤 행정규제
를 위반하여 관련 당국으로부터 과징금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받는 것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잘못한 행위 및 그 행위자에 대하여 공공에게 알리면서 원천적
으로 금지를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형벌
은 이른바 ‘낙인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가장 기
본권인 자유를 구속하거나 금전적인 자산을 강제로 수용한다.
국가가 이렇게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만큼 그 권한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요컨대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을 충족
시켜야 한다 (Ashworth, 2008, p. 408).
그런데 이렇게 ‘처벌의 대상’을 획정하고 그 강도를 정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논리적으로 보아 행사되는 ‘처벌의 목적’
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는 모든
국가의 여느 다른 정책들에서도 늘 당면하는 작업이다.25) 지난
수 세기의 논쟁을 가장 간단히 요약하면 처벌의 목적은 크게 대
분하면 범죄의 ‘응보(retribution)’와 ‘감축(reduction)’의 두 가지
로 나뉘어 주장되어 왔다 (Gardner, 1976, p. 784). 자세히 후술
25) 가령 100억 원의 예산이라는 정책자원으로써 사회 약자계층을 위한 사업
을 하려고 하지만 그 구체적 세부목적(예: 생계지원, 교육보조, 직업훈련,
의료보험, 장애극복 등)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책(예산)의 혜택대상이 확연
히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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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으나, 전자는 행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반면, 후자는 향후 범죄의 발생을 억지하겠다는 목적을 갖
는다.
지난 2세기 이상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실의 형
법체계에서는 대체로 함께 채택되어 왔던 이 두 가지 목적들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따라 처벌의 대상(및 강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기 도덕철학의 영향을 압도적으
로 받아 발전해온 ‘응보’를26) 목적으로 삼는다면 형벌대상은 곧

‘응보받아야 할 행위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향후
해당 행위를 감축시키는 것, 특히 감축의 다양한 방식들 중에서
도 ‘억지’가27) 주요 목적이라면 ‘형벌로써 억지시켜야 할 행위’들
이 바로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요컨대 ‘응보론(retributivism)’과 ‘억지론(deterrence theory)’은

18세기 이후 처벌의 목적론에서 오랜 기간 동안은 물론 최근
2000년대 이후에도 학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28) 거듭
26) 처벌의 목적을 응보주의에 두는 시각은 Kant(1797)의 의무론적(deontological)
윤리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로 보인다 (Huigens, 2000, p.
944). 이에 관해서는 자세히 후술된다.
27) 전통적으로 이러한 생각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주장의 근원은 결과주의
(consequentialism)에 바탕을 둔 Bentham(1781)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
후 Hume과 Holmes에 의하여 주창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시 자
세히 후술된다.
28) 한편, 가령 Fletcher(1998)에 의하면, 법철학계에서는 응보론과 억지론 이
외에도 Aristotle로부터 기원하는 도덕윤리(virtue ethics) 이론도 존재한다.
나아가 감축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활과 격리에 초점을 맞추는 예방이
론도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필자의 서베이에 의하면, 19
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를 제외하고 ‘응보론’과 ‘억지론’이
거의 양대산맥을 이루어 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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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목적은 형벌의 대상, 즉 ‘범죄화(criminalization)’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어느 주장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형벌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통사
람들은 살인행위가 응보와 억지의 대상이 동시에 될 수 있다는
명제에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무수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두 이론이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29) 그렇다면 목적
에 따라 범죄의 경계가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의 장들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지만, 비교적 그 역사
가 짧은 법경제학 접근에서는 형벌의 대상을 결정할 때 일단 그

‘억지’ 기능의 확보가 우선 관건이다.30) 환언하면, 억지가 필요
없는 행위는 형벌대상으로서 별 비중을 갖지 못한다. 그 다음으
로 몇 가지 잣대들이 범죄화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해당 행위가 야기한 총피해의 크기, 고의성, 자산불충분
성 등이 그 대표적인 잣대이다. 이들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29) 가장 극단적인 예로서,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성기능불능자가 된
강간미수범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응보론자들은 실제 강간에 상응하는 형
벌을 가할 것이며, 반면 극단적인 억지론자들은 (해당 사건이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다른 억지효과가 별로 없으므로)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도 있다. 다른 매우 극단적인 예로서, 세상에 알려진 끔찍한 살인사
건에서 억지론만 생각한다면 ‘누가 정말로 진범인가’보다는 ‘진범으로 간주
되는 자의 처벌’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이 순간 필자가
현재 염두에 두는 예를 단지 몇 가지만 들어 보면, 살인미수행위, 굶주린
자식을 위한 음식 절취, 백화점 옷가게에서의 절취, 공장의 산업안전규제
위반, 음주운전 등이다. 물론 어느 목적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형벌의 대상
여부와 함께 그 강도에 대한 처방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30) 앞서 언급한대로 법(철)학계의 억지론은 그 역사가 훨씬 유구하며, 죄책성
의 판단근거, 형벌의 산정기준, 형벌종류의 선택기준 등에서 법경제학의
억지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 법집행기관의 유인 등에 관해서도
상이한 전제를 하는 편이다.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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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으로 범죄성의 지수를 만들 수 있다. 그 지수가 바로 전
통적으로 법학계에서 불러왔던 ‘죄책성(culpability)’ 또는 ‘죄
책유형(modes of culpability)’의 정도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
서 죄책성이 큰 행위일수록 형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 및 그 강
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경제학에서는 ‘죄책성이
커서 다른 제재수단보다 형벌로 더욱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
는 행위’를 범죄라 할 수 있다.31)
처벌 목적에 관한 이상의 두 주장, 즉 응보론과 억지론은 원
래 도덕철학 및 법학계에서 발전된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로 취하게 될 법경제학적 접근은 크게 보아 처음부터 억지론

31) 환언하면, 각종 위해행위들에 대한 최적 제재수단으로서의 ‘민사 대 형사
구분’을 위한 경계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죄책성이다. 그리고 이 죄책성
의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참고로 이하
본문에서 ‘범의(mens rea)’를 ‘고의성(intent)’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으
나, 실제 사용되는 양태를 보면 두 용어가 항상 동의어로만 사용되
지는 않는 듯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고의성이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피해를 의도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대개 이는 ‘범의의 수준’
을 결정하는 하나의 필요조건에 그친다. 가령 둘 다 완전히 의도된
것이라 하지만 좀도둑과 면밀히 계획된 살인의 범의를 동일하게 취
급할 수 없다. 후자의 수준 내지는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주로 행위 당시의 정신적 요소(mental element)
만을 지칭하던 범의는 현대에 들어와 그 ‘수준(levels)’을 거론하게
되면서 종종 행위자 심리상태 이상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이를 ‘죄책성의 유형(modes)’이라 부르기도 하므로 결국 일정 수준
범죄화
여부의
최종잣대
역할도
하고
있는
듯하다
(http://en.wikipedia.org/wiki/Mens_rea).
그러나
이하
논의에서는
주로 죄책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며, 범의는 그 본래 협의의
의미였던 (행위, 정황, 결과 등의 인지에 있어서 존재했던) ‘고의성’
의 의미로서 주로 사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경제학에서는 그러
한 죄책성이 커서 다른 제재수단보다 형벌로 더욱 효율적으로 억지
할 수 있는 행위를 범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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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하였다. 반면 (제II장과 제III장에서 상술되듯이) 형벌의
대상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연구가 가속화되었다. 억지론에 기초를 둔 만큼 형벌의 대상을
판단하는 잣대도 공리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흥미롭게도
이에 관련된 초기 법경제학적 탐구는 형사처벌 아닌 다른 제재
수단으로는 감소, 즉 억지시킬 수 없는 행위들을 찾는데 주력하
였다. 예를 들어 시장메커니즘 또는 민사적 구제수단, 특히 불
법행위법으로 감소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논
리를 사용하였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형벌의 대상에
관한 규범적 논리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32)
형사처벌에 관한 응보론과 억지론 및 궁극적으로 법경제학적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 오랜 기간 법학계에서 축적되어 왔던 처
벌의 큰 두 가지 목적에 포함된 다섯 가지 세부목표들을 간략히
개관해보자. 이후 제ll장 이후의 본격적인 논의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말하자면 응보론은 응보의 대상을 정할 때에도 주로 ‘도덕론적’ 잣대에 거
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억지론에서 억지의 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사회순편익 개념에 비중을 두는 ‘공리주의적’ 잣대를 사용하는 경향이 커
보인다. 다시 살인의 예에서,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순피해도
크다는 점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두 잣대가 주는
‘범죄화 여부’ 관련 결과가 동일하다. 그러나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행위들
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우리 주변의 무수한 위해행위들의 유형을 보면 두
이론의 처방이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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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처벌의 다양한 목적 : 개관
형사처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응보론과 억지론으로 구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ll장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구
체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도 소개할 것이
다. 이러한 심층적 분석을 위한 일종의 배경논의를 해본다.

Paul Robinson은 “누가 그리고 얼마나 처벌받아야 하는가?(Who

Should Be Punished, How Much?)”라는 부제를 단 자신의 최근
저서에서 지난 오랜 기간 부침을 거듭했던 처벌의 목적에 관한
대표이론들을 명쾌하게 요약한 바 있다. 그리고 배경지식으로서
의 개관을 먼저 제시하겠다는 의도에서 저서 맨 앞에 그들의 주
요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있다. 정확히 같은 취지에서 본 소절에
서는 Robinson(2008, pp. 8-17)의 정리를 약간의 필자 보충설명
과 함께 더욱 축약하여 소개한다. 용어와 논리에 최소한의 친숙
도를 가짐으로써 제II장의 논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1) 형사처벌의 다섯 가지 세부 목적
첫째, 일반 및 특수억지론으로서 크게 보아 감축론에 속한다.
미래의 범죄를 가장 효율적으로 억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여타 잠재적 범죄자들을 억지하는 것을 ‘일반억
지(general deterrence)’라 부르고, 문제가 되었던 해당 범죄자의
향후 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특수억지(special deterrence)’라 부
른다. 두 종류의 억지 목표 모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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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범죄의 심각성, 즉 죄책성과 비례해야 한다는 원리에 기
초하고 있다. 즉 피해가 클수록 처벌강도는 증가한다. 고의성을
전제하고, 재물손괴보다는 고의적 폭행, 그리고 그것보다는 면
밀히 계획된 살인에 대하여 처벌강도가 높아야 한다.
앞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겠지만 처벌강도가 피해에 비례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계억지(marginal deterrence)’ 원리는 매우 중
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애초 최고수준의
처벌을 하면 잠재적 범죄발생을 극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추가범죄에 뒤따르는 추가
처벌이 없다고 믿는 순간 범죄자의 유인은 왜곡된다. 가령 살인
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 자체로 최고 형벌을 받을 것이므로 더
이상의 추가처벌이 없다는 점을 아는 범죄자는 살인을 끝까지
완료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33)
둘째, 범죄자의 격리론으로서 역시 크게 보아 감축론에 속한
다. 향후 동일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징
역 및 사형 등으로써 잠재적 범죄로부터 격리(incapacitation)시
키는 것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강간범은 거세를 시키고 소매
치기범의 손목을 자르는 등의 방식도 상상해볼 수 있다. 근대민
주주의 하에서 그런 방식들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의 실현과 상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보아, 종종 상이한 법집행원칙이 일반억지
와 특수억지 목표 각각에 더욱 부합되기도 한다. 만약 일반억지에 많은 비
중을 더 둔다면 가령 언론보도가 집중되고 있는 사건일수록 처벌강도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 주어진 처벌비용으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더 큰 억
지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반억지를 상정한다면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과 같은 면책사유를 덜 인정하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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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되므로 격리는 주로 징역형에 국한된다. 만약 두 사람의 행위
가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도(동일 피해수준 및 동일 피해발생확
률 등)가 같다면 격리목적을 상정할 때 징역형의 기간도 동일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격리목적을 최우선시 한다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범죄의 기도(attempts)를 한 범죄자는 실제 피해가 발
생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도 가능하
다. 왜냐하면 실제 피해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두 경우 사
전적으로 모두 기대피해수준은34) 동일했기 때문이다.35)
또한 미래의 범죄예방을 위한 격리만을 목적으로 상정한다면
처벌을 하기 위해 범행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결론
도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의 미래 범죄성(criminality)에 관한 정
확한 예측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이는 그야말로 논리
의 확장이다.36) 이와는 매우 반대쪽으로의 논리적 확장도 가능
하다. 즉, 아무리 큰 피해를 야기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미래

34) 실제 피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을 법경제학에서는 ‘행위기준의 제재(act-based sanction)’라고 부른다.
(‘피해발생기준의 제재(harm-based sanction)’와의 비교를 위한 용어이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제위반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후술 되는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부류에 해당하는 범죄가 매우 많다.
35) 우리 형법학에서는 본문의 두 경우를 각각 위험범과 결과범이라는 용어로
이를 구분짓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위험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인정
되는 폭이 극히 좁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으로 보인다.
36) 이는 몇 년 전 마치 한 영화(“Minority Report”)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비
슷하다. 필자의 제한된 서베이에 의하면 20세기 전반부까지 이와 비슷한
생각도 소위 예방론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범죄통제 말
고도 우리 사회에는 추구해야 할 여러 다른 가치가 있으므로 이 논리가
법제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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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범을 할 확률이 전무하다면 면책이 정당화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요컨대 목표를 오로지 재범발생을 막기 위한 격리에
만 두었을 때 파생되는 처벌의 강도나 부과여부는 다른 목표 때
와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재활론으로서 범죄를 감축시키겠다는 목적을 갖는다.
범죄자를 재활(rehabilitation) 시키는 것 또한 향후 범죄발생을
감소시키는 한 방법이다. 재활은 범죄에 대해 갖는 범죄자의 욕
구나 필요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의학적 치료, 심리상담, 교육,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즉, 억
지목적을 위한 위협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서 범죄적 행위로의
복귀 욕구를 줄이는 어떤 방식도 재활에 포함된다. 이 세부목적
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도는 몇 가지 요소에 의해 결
정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해당 범죄자의 향후 재범성향,
프로그램들의 가용성, 기존 프로그램들의 재활효과 및 그 효과
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술한 격리
의 경우와 같이 재활 역시 범죄의 완료, 즉 피해발생 여부와 다
분히 독립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설사 피해가 발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자가 범의를 갖고 있었다는 사
실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넷째, 의무론적 응보(deontological desert)에 목적을 두는 이론
이다.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목적은 향후 범죄감소라는 처벌의

‘공리주의적’ 입장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들은
‘도구주의자(instrumentalists)’ 또는 ‘기능주의자(functionalists)’로
명명할 수 있겠다.37) 이제 응보 자체를 형벌의 목적으로 옹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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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룹의 주장을 검토하자. 이른바 ‘공정한 응보(just desert)’는
단지 정의의 실현이라는 취지만을 겨냥한다. 의무론적 응보론에
서는 (후술되는 ‘경험적 응보론’과는 달리) 해당 범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정도(moral blameworthiness)’가 처벌의 유일한 기
준이다. (따라서 도덕철학의 분석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
다.) 환언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면 처벌을 받고, 비
난정도에 따라 처벌강도가 결정된다. 도덕적 비난정도는 범죄행
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범죄자의 도덕적 책무성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본다.38)
다섯째, 넷째와 다소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경험적 응보

(empirical desert) 이론이다. 같은 응보론에 속하지만 도덕철학
자보다는 사회과학적 연구에 더 큰 의존을 한다. 다시 말해 훈
련이나 교육 등의 배경과 별 관계없이 평균적인 보통사람들은

37) 다만 후술 되는대로 이 공리주의적 주장들도 그간 학계의 흐름으로 보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억지론(특히 일반억지론)
으로서 후술되듯 20세기 중반 이후 각광을 받게 된다. 둘째는 그 이전 형
법학계에서 유력한 입지를 갖고 있던 격리 및 재활론으로서 이들은 종종
‘예방론’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어 준 한 법조인에 의
하면, 형사처벌의 목적은 결국 억지와 응보라는 큰 두 개의 축에서 생각해
야 하며, 가령 격리와 재활은 억지를 위한 과정 또는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필자는 이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가령 격리와 재활은 징역이나 금고를 전제로 한 것일 뿐 형사처벌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벌금형에서는 그 자체로 타당한 목적일 수 없다는 그의 논
리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격리와 재활을 ‘특별예방’의 한
부분집합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듯하다.
38) 물론 전술한 억지론에서도 처벌의 강도를 현실적으로 정확히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한편 응보론에서 범죄의 심각성 및 도덕적 책무성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산정하는 작업
은 개념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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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잘못된 행위가 대개 얼마만큼의 비난정도를 갖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경험적 응보론은 전제한다. 각종 다
른 범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여하는 비난정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구표본 간 상당수준의 합의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 왔다. 최소한 폭행, 강도, 사기 등 대표적
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의수준이 놀라울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철학적 숙고보다는 지역사회의 공유된 직관에 바탕을
두고 응보를 결정하자는 논리가 가능해진다.39)
특정 범죄에 적합한 수준의 처벌이 ‘절대적으로 어느 수준인
가’에 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람들에
따라 그 수준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범죄들을 놓고 부여하는 ‘상대적 비난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강
한 공감대를 보인다는 명제가 이 이론의 가장 핵심이다. 원점인

0부터 시작하여 특정 사회가 채택한 가장 중형(예: 사형, 무기징

39) 의무론적 및 경험적 응보론 모두 비난정도를 따지지만 또 다른 차이점을
갖는다. 전자의 경우 철학자들은 실제 발생한 피해의 크기 차이가 비난정
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예: 살인미수 대 살인) 여부를 놓고 의견
이 갈린다. 반면 거의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 차별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경험론적 응보론은 미수에 그친 경우보다는 실
제 발생한 살인에 더 높은 비난정도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필자
의 제한된 문헌조사에 의하면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응보론은
압도적으로 의무론적 응보론이었다. 20세기 말에 Robinson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응보론의 현실적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베이 등의 방식과
함께 시작한 것이 경험론적 응보론으로서 아직 학계에서는 응보론의 일부
로 간주되는 듯하다. 의무론적 응보론에서 핵심 명제인 비난가능성의 절대
성을 부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한 Robinson의 시각을 수용
하여 여기에 구분하여 소개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언급되는
응보론은 주로 의무론적 관점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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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으로 끝나는 수직선을 가정해보자. 전술한 ‘강한 공감대’
는 이때 사람들에게 일정 숫자의 다양한 범죄들을 이 수직선의
스펙트럼에 배치시키라고 하면 그 순서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험적 응보론을 따른다면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정도는 해당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범죄 간 상대적 비난정
도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며, 실제 처벌양은 스펙트럼에 연
속적으로 표시된 처벌지수의 수준으로 확정된다. 물론 처벌 스
펙트럼 양 끝의 절대적 형량지수를 바꾸면 특정 범죄에 대응하
는 절대형량은 변하게 될 것이다.40)

2) 상이한 처벌 목적들 간의 상충되는 정책함의
이들 다섯 가지 세부 목적에 따라 형사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처벌의 형태나 강도 측면에서 상호 충
돌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처벌의 대상을
40) 이밖에도 복수적(vengeful) 응보론이 존재한다. 이는 가령 성경의 창세기
(21: 24-25)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복수를 위한 응보론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받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정도로 복수를 한
다는 의미에서 ‘복수형법(lex talionis)’이라고도 불린다 (Black’s Law
Dictionary, 6th ed., 1990).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는 이 복수적 응보론의
핵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처벌은 범죄에 맞추어야 한다(Punishment
should fit the crime)”는 정신으로 표현된다(Oleson, 2002, p. 829; Luna,
2003, p. 220; Christopher, 2003, p. 127 등). 주지하듯 이는 피해자의 입
장을 중심으로 복수를 하겠다는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갖는 응보론이다
(Fletcher, 1999, p. 58).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적 응보론은 처벌의 방식
을 채택하는데 있어서의 부적절성(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급적 사형
채택)이나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예: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주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형법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기에는 어려
운 속성들을 지닌다 (Robinson, 2008, pp. 166-167). 따라서 이후 본고의
응보론은 주로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종류의 주장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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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에는 그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
를 얻는다고 앞에서 주장한 것이다.
첫째, 억지론을 보자. 억지가 형벌의 주요 세부목적으로 설정
되는 이상 범죄자가 인지하는 ‘적발확률(detection probability)’
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진다. 그런데 적발확률이 낮을수
록 역시 효과적인 억지를 위해서는 처벌강도가 증가해야 할 것
이다.41) 특별히 타인들 일반에게 본보기를 보여 주려는 일반억
지(general deterrence)의 목적만 고려한다면 세간의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처벌비용(예: 적발노력비용, 수감비용 등)이 증가하
더라도 끝까지 검거하여 처벌의 강도 또한 높이려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해당 사건이 인구에 많이 회자되어 확실하게 본보
기를 보여줌으로써 억지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42) 그런
데 이렇게 적발확률이나 언론관심 등의 요소를 처벌강도에 반
영한다는 점은 응보론을 중시하는 형사정책과는 상충되며, 아울
러 격리 및 재활목적을 추구하는 법체계와도 괴리를 보일 것이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법학계의 억지론에서 적발확률을 어떻게 반
영해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없었다. 반면, 대표적으로
Becker(1968) 및 Shavell(1985)에서 보듯 적발확률은 후술되는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이에 관련된 여러 정교한 이
론들은 법경제학이 형사법 분야에서 이룩한 큰 공헌 중의 하나이다. 이에
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후술될 것이다.
42) 바로 이 점이 (사실 억지론의 극단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후술 되는대로
응보론자들에게 비판받는 부분이다. 말하자면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처벌받는 자가 범죄를 실제
로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해당 범죄를 범했을 것이라는 일반
대중의 믿음이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억지라는 미명 하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인정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Golding, 1975, pp.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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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소들이 응보론의 비난정도와 격리 및 재
활론 위험성과는 별 연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억지목적만을 중시하는 시스템에서는 처벌 관련 세부법리들
도 다른 시스템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형사소추를 어렵게 하는
조건들이 이 시스템에서는 완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
은 유죄판결을 통하여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므로 억지
위협의 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가령 근인(proximate cause)
등 형사소추의 엄격성 요건들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히 일반억지를 중시한다면 피고인이 처해 있
던 강박 및 궁박 등의 조건들을 ‘상대적으로는’ 덜 고려할 것이
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외생적으로 발생했던 상황들로서 응보
론, 격리론, 재활론 등에서는 처벌의 경감사유가 되기 싶다. 반
면 해당 범죄자를 겨냥하는 특수억지(specific deterrence)를 더
중시한다면, 피고인의 특수상황들은 일부분 반영될 것이다. 왜
냐하면 억지효과를 해당 범죄자에게 국한시키므로 어쩔 수 없
이 범죄를 강요당한 자에게 중형을 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
론이 도출된다.43)
둘째, 격리론과 재활론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점을 검토하자.

43) 후술되듯 일반억지론은 20세기 중후반부에 큰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일반
억지론의 극단적 묘사는 실제로는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도 처벌이 가능하
다는 논리일 것이다. 범죄가 발생했고 일반대중이 그 피고인을 범죄자라고
믿는 한, 처벌은 일반억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
듭 이것은 상상의 결과일 뿐이며, 현실에서는 다른 세부목적들과 워낙 큰
충돌을 보이므로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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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둘 모두 범죄회귀(recidivism)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둔
다. 따라서 배경과 제반특성에 따른 형량의 결정을 지지하는 편
이다. 과거의 고용상태가 범죄회귀 여부의 높은 예측력을 제공
한다고 전제하는 이상, 최근 몇 년간 실업상태에 있던 범죄자라
면 형량은 길어질 것이다. 그밖에 성, 연령, 집안내력 등이 좋은
대리변수라면 그 요소들에 따라 처벌강도를 결정하고자 할 것
이다. 따라서 억지론과 상충관계를 갖게 된다. 처벌원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전술했듯이 격리론과 재활론 목적 하에서는 범
죄자의 위험성이 관건이다. 따라서 살인미수에 그친 자에게도
살인범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왜냐하면
위험성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피고행위와 발생피해 사
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 후에 비로소 처벌하는 일반적 관
행과는 다소 달리 범죄자의 행위 자체에 주로 초점을 더 둘 것
이다.44)
형사처벌의 형태에서도 차이를 만든다. 격리와 재활을 추구
할 때에는 불확정된 형량의 선고를 선호할 수 있다. 중요한 것
은 해당 범죄자가 위험상태로 남아있는 기간이며 거기에 따라
징역기간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행위만으로는 그 기간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면 기소 당시에
는 정확한 구형을 할 수 없으며, 위험성 또는 재활의 정도를 관
44) 요컨대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현재 행위’로부터 (비록 완벽하지
는 않으나) 유추할 수 있는 범죄자의 ‘미래 위험성’이기 때문이다. 가령 여
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총
알이 정확히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더라도, 발포했다는 고의성 또는 (협의
의) 범의 자체가 피고인들의 위험성을 입증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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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면서 징역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가능
하다. 반면 억지론에서는 불확정 형량에 명백히 반대할 것이다.
처벌강도의 명료성이 저하되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
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응보론 역시 형량을 선고할 때 비난
가능성을 거의 대부분 파악할 수 있고, 선고 이후의 결정은 해
당 행위 자체에 대한 응보와는 무관한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량의 확정성을 선호한다.45)
셋째, 의무론적 및 경험론적 응보론이 야기하는 상충효과를
검토해보자. 이미 언급한대로 응보론에서는 범행 당시의 범죄자
의 상태를 중시한다. 설사 해당 범죄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더
라도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 정신이상, 강박, 강제 등의 항변이
있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응보론자들에게는 그
범죄자는 얼마나 비난받을 정도의 범행을 했는가가 중요한 변
수이기 때문이다. 역시 전술한 대로 응보론은 범죄의 감축을 최
종목적으로 삼는 결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므
로 형사정책의 방향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다. 후자는 (세부초
점이야 다르지만) 결국 얼마나 효과적으로 미래범죄를 감소시키
는가에 집중한다. 특히 의무론적 응보론은 그러한 범죄통제에는
45) 논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격리 또는 재활론에 대하여 다음의 극단적 묘
사를 해볼 수 있다. 처벌을 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일반대중들 가운데 위험하다고 판단되
는 자들을 기소하여 미리 재활에 들어가며, 재활이 힘들면 격리를 시키면
될 것이다. 한편 격리와 재활론은 대부분 비슷한 결론을 공유하지만 차이
점도 갖는다. 예를 들어 재활이 형사처벌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비현실적
인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수많은 범죄들 중 재활이 가능한 그룹에 대
해서만 처벌하면 된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설사 위험성이 있
더라도 재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석방해야 한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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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두지 않은 채 과거의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
벌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처벌이 가질 예방효과의
존재나 비용효율성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46)
이제까지 공리주의적 입장과 응보론적 입장에서 파생되는 처
벌의 세부목적들을 개관해보았다. 거듭 1968년 Becker의 분석
을 효시로 하여 1980년대 Posner와 Shavell 등에 의하여 본격적
으로 논의가 시작된 형벌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에서는 첫 번
째 공리주의적 입장 중에서도 특히 억지에 목적을 둔다. 가령

“일반적으로 처벌의 목적은 응보와 억지에 있다. 경제학적 시각

에서는 후자인 억지가 형사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 이를 대변한다. 따라서 ‘범죄란 무엇인가?’(즉,
‘형벌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혹은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정
해야 하는가’등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처벌목적으로서의 억
지’라는 대전제 하에서 설명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제II장 이후
이들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46) 후술 되는대로 애초 응보를 목적으로 처벌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범죄 통
제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응보론자들도 있었다. Kaplow and
Shavell(2002, p. 314)는 이를 ‘혼합적 응보론’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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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A. 2002 년 범죄분류기준 및 재분류 방식

■ 일반범죄 대 행정범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는 전체범죄를 크게 형법범과 특별
법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특별법 가운데 형법
이 직접 준용되는 일부 범죄항목들에 대해서는 해당 형법죄명에
편입시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행
정범죄’라 함은 형법준용죄명을 제외한 특별법들의 위반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행
위 등이 행정범죄에 속한다. 즉,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행정규제
위반행위들을 일컫는다. 그리고 행정범죄를 제외한 형법범죄 및
전술한 일부 특별법위반행위를 ‘일반범죄’라고 칭한다. 일반범죄
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위조범죄, 공무
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강력흉악
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로 구성되어 있다.

■ 2002년 분류기준에 따른 범죄항목의 재분류 방식
필자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2000년과 2001년 자료들을

(2002년 이후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47) 즉,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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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행위들 중 형법준용범죄들이라는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것들을 형법범죄로 편입시켰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범죄를 ‘강력흉악범죄’의

‘강간’으로, ‘폭력행위 등’의 해당범죄를 ‘강력폭력범죄’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해당범죄를 ‘강력폭력범죄’로,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해당범죄를 ‘재
산범죄’로 옮겼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경법의 해당범죄들에
대한 각각의 세부범죄유형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세
부범죄명을 제공하는 검찰연감의 범죄별 접수수치로써 파악
한 바에 의하면, 특경법의 해당범죄들 중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특경법 전
체를 재산범죄에 일괄 편입시켰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세부유형 정보도 구할 수 없었으나, 특
가법 중 편입대상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았기에 형
법범죄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47) 한편 이 기준을 1999년 자료에 적용했을 경우, 본문에서 설명한대로 <그림
I-1>의 c의 불연속점은 약 34만 건에서 약 10만 건으로 크게 감소한다. 하
지만 이 10만 건의 증가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김두얼･김지은
(2009)은 이와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들은 199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2000년대 강력흉악범죄 급증의 중요한 요인들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형사정책의 비효율적 투입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경제위기 및 잘못된 정책이 일반범죄의 급증
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이상의 불연속점의 원인에 관해서는 향후 더욱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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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와 범죄화

가. 범죄의 정의가 갖는 중요성
제I.4절에서 ‘처벌의 목적’에 관하여 매우 간략히 개관하였는
바, 이 논의는 ‘처벌의 대상․영역’과 직결된다. 그렇다면 ‘범죄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국
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국민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두려
운 제재수단인 형벌을 적절하고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
수적인 숙고의 대상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위해행위에 대
한 제재수단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48) 그중 형벌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단이므로 형사정책상의
비용효율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형벌대상을 탐구하는 작업은 가령 행정규제위반에 대
한 ‘과잉범죄화’를 논하기 위해서도 역시 필수적이다. 그 정의
상, ‘과잉’을 따지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을 먼저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형법조항도 무척 많고 형벌의 대상이 되
는 사람들 또한 많지만 정작 그 수준이 적정한지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형법의 적정량(right

amount of criminal law)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요체이다
(Husak, 2008, p. 3). 제Ⅲ장부터 이 작업을 특히 법경제학적 입
48) 평판, 민사소송, 행정제재 등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제재수단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제Ⅲ장에서 매우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110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장에서 매우 자세히 시도할 것이지만, 본장에서는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범죄의 정의’를 기존 학계에서 어떻게 다루
어 왔는지 개관해본다.
범죄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한된 서베이를 하면서 필자가 우
선 받았던 인상은 특히 이에 관한 법경제학계 논의는 소수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초기 법경제학 연구에서는 사실 대개

‘범죄 = 위해행위’로 전제하면서, 단순히 ‘형벌 = 그러한 범죄를
줄이는 수단’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작 범죄정의 또는
형벌목적 등의 주제에 관한 법경제학계의 숙고는 198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므로 지난 수 세기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아직은 작은 편이다.49)
반면 경제학에서 연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해왔던 법학, 법철학 또는 범죄학에서는 범죄의 정의와 관
련하여 상당수 학자들이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이 분야의 학자
들 또한 결론의 일치를 본 것은 아닌 듯하다. 일면 극히 단순하
게 생각되는 이 질문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시대에 따라 적지
않은 변천의 역사를 보여 왔다. 이하에서는 주요 주장들을 간략
히 개관하고 필자의 생각을 덧붙여 본다.

49) 마찬가지로 이에 관해서도 제III장에서 상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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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환적 정의방식
‘범죄란 무엇인가?’의 질문을 간략히 생각해보자. 가장 짧은
답변 중의 하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일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사전에도 이와 비슷한 정의들로서 ‘형사처벌을
받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다.50) 하지만 이와 같은 정의는 실질적으로 범죄
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정의에 관한 추가적 논의가 불가
피하다. 한편 형법학에서도 형벌을 대체로 ‘범죄를 다루기 위한
국가의 제재수단’으로 정의한다. 각 정의만을 놓고 보면 일반
상식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범죄를 설명하
는 일이 쉽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두 개념의 정의가 서로 ‘순환
성(circularity)’을 갖고 있어서 독립적인 설명을 명쾌히 하지 못
하는 것이다. 결국 특정 행위를 범죄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지 못하여51) ‘범죄화’에 관한 숙고에 별 도
움을 주지 못한다.
50) “A crime is an illegal action for which a person can be punished by
law”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6th ed.,
강조 추가); “An act that the law makes punishable or the breach of a
legal duty treated as the subject matter of a criminal proceeding”
(Black’s Law Dictionary, 강조 추가); “[법] 사회생활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

가운데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벌을 가하기로 규정된 범죄의 구
성요건에 해당하는 유책･위법 행위” (국어대사전, 1994, 강조 추가).
51) 극단적으로 특정 행위를 아무 생각없이 또는 무작위로 범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적당한 법정형량을 법제화해놓으면 개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형벌의 대상이므로 범죄임에 틀림없고, 형량을 규정한 법제 역
시 분명히 범죄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정의상으로는 오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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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순환정의’ 방식은 비단 범죄에 국한되는지 않는 듯하
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일탈’을 정의하
는 일에서도 관찰된다. 일탈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인 규범으

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국립국어연구원, 1999). 즉, 일탈은
‘규범 준수 행위의 여집합’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다. 이는 전술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규범이라는
특정개념이 일탈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
제이다. 규범의 정의에 따라 일탈의 정의 및 범주가 달라지므
로, 일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규범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 한편 ‘규범’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

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할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국립
국어연구원, 1999). 이러한 규범은 고정된 하나의 범주가 아니
라 다양하게 분류된다.52) 그러므로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들의
여집합인 일탈은 다양한 범주의 규범이 각각 대입될 때마다 그
것에서 벗어난 행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일탈을 정의하는데 있
어 규범을 먼저 검토하는 방식이 매우 유용해 보인다.

52) 일반적으로,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의 법칙을 말한다. 자연법칙이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놓여 있어서 이것에의 위반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존재의 세계에 있음에 비해, 당위법칙은 그 위반에도 불구하
고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의 타당성을 지닌다. 당위의 타당성에
합당하게 행위하도록 정형화된 질서가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반과
반칙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범이 있게 된다. 가치와 당위의
세계에 맺고 있는 관련정도에 따라서 관습, 도덕규범, 법규범 등으로 나뉘
게 되고, 그 위반에 따른 강제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행위규범(사
회규범)과 강제규범으로 나뉜다. 특히 법규범은 위반에 대해 주어지는 강
제가 조직화된 국가권력에 의해 실시되어 그 실현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범이다 (이병태, 201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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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을 정의할 때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규범
을 원용하여 원래의 개념인 일탈을 정의한 방식은 범죄를 정의
함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전술했듯, 범죄는 형벌의 대상
이 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역시 전술한 대로 형벌의 큰 목적

(기능)에는 억지와 응보 등이 있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 중 ‘억
지’ 측면에서는 ‘형벌이 아니고서는 억지하기 힘든 내지는 형벌
을 통하여 잘 억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범죄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응보’ 목적의 측면에서는 ‘형벌이 아니고서는 적절한 응보
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지는 형벌을 통하여 잘 응보할 수 있는
행위’로 범죄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밀접히 연관되
어 있는 개념인 형벌(특성)을 활용함으로써 내리는 범죄의 정의
는 해당행위의 범주를 알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훨씬 더 유용
할 것이다.5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순환적 정의 방식이 과거에
의외로 폭넓게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꽤 많이 통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특히 최소한 이 정의가 20세기 영미법국가의 학
계에서 제법 오랜 기간 실제로 주류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에 관하여 좀 더 개관해보자.
먼저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이 같은

53) 후술되는 대로 본 연구에서는 종국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그런
데 이 방식을 택하려면 여러 제재수단들 중 ‘형벌’이 갖는 상대적 특성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환언하면 다른 제재수단들에 비하
여 갖는 비교우위를 찾아내는 일이 관건으로 보인다. 필자의 제한된 서베
이에 의하면 이에 가장 충실한 방식 중의 하나가 경제학적 접근인 듯하며,
이에 관해서는 제III장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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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성은 범죄를 정의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 이후에 대안적으
로 선택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
으로 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논쟁의 출발점은 범죄에 대한 각종
독자적이고 때로는 자의적인 정의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가령 Farmer(1997)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20세기 초중반
까지 형법 분야의 대표적 저작 중 하나였던 Kenny의 Outline of

Criminal Law(1952)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던 범죄의 여덟 가
지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54)
이 정의들은 나름대로 ‘내적(intrinsic) 본질’ 그리고 ‘외형적

(extrinsic) 특성’들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들이다. 즉, ‘범죄는
 이다’라는 형태를 띠는 정의로서  는 주로 행위의 유형이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Kenny가 논의했던 첫 두 가
지는 ‘공법(public law)이 금지명령한 것에 위반되는 행위’와 ‘공
적인 권리 및 의무를 위반하는 공공잘못(public wrong)’이다.
하지만 Kenny는 이 두 가지가 개략적인 서술에서는 적당할지
몰라도 실제 범죄를 규정하는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의로는 불
충분하다고 비판한다. 가령 ‘공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
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54) 이 책은 19세기 중반에 태어난 저자가 1888년 법대교수가 되고 30년 후
은퇴할 때까지 Cambridge 대학에서 형법과 사회과학 간의 관계를 강의한
자료를 모아 저술된 것이다. 원래 제1장 ‘The Nature of a Crime’에서 그
전까지 통용되던 것과 자신의 비판과 생각을 더하여 범죄의 정의를 다루
었으나 그 역시 출판 후 여러 비판을 받은 후 내용을 부록으로 옮겼다가
나중에는 저서에서 빠지게 된다. Kenny는 범죄를 정의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Farmer, 1997, p. 175). 이하 논의는 Kenny의
주장을 설명한 Farmer(1997, pp. 175-178)를 주로 참고한 것이며, 구체적
용어 등 다소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Kenny의 원전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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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정의들에 대한 평가도 소개한 후,55) 범죄를 정의하는
작업은 현대 형법학자들에게도 쉽게 풀리지 않는 논쟁거리 중
하나라고 Farmer는 인정한다. 시기적으로 대략적 구분을 해보
면, 전통적인 형법학 문헌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는 ‘범죄는
 이다’처럼 범죄를 먼저 정의함으로써 형법(벌)의 적정수준 등

을 검토하는(즉, ‘先범죄획정의 後형벌검토’) 방법론을 주로 시도
하였다. 그러다가 대략 1950년대 이후에는 형법학자들 및 범죄
학자들이 고전적 정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의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들이

찾은

대안은

바로

순환성

(circularity)을 갖는 구조로써 범죄를 정의하는 방식이었으며, 의
외로 현대 형법이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56)

55) 가령 세 번째 정의는 ‘일반인의 도덕감정을 극심하게 훼손시키는 법적으
로 잘못된 행위들’이다. 하지만 Kenny는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
라도 (몇 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모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앞선 세 가지 정의가 행위 그 자
체에서 규정되는 내적 본질로써 범죄를 정의하고자 했다면, 나머지 정의들
은 행위의 외부적 특징으로부터 범죄를 구분하려는 시도였다. 그 결과 ‘국
가에 의해 형사소추를 받게 되는 행위’, ‘법원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
는 행위’, ‘처벌을 받는 행위’ 등의 대안적인 정의들이 제시되었으나, 명확
한 구분이 힘든 몇몇 반례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마지막 두 가지는 ‘피해
자의 보상이 아닌 행위자에 대한 제재 그 자체가 본질이 되는 행위’ 및 ‘국
왕(Crown) 또는 형사법원에 의해서만 사면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제재
또는 사면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먼저 정의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고 비판받았다.
56) “The most immediate feature of these scholarly definitions of crime and

the criminal law is their circularity: a crime is that which is proceeded
against in the criminal courts, and the criminal law deals with those
acts that are crimes. However, this apparently unpromising insight
reveals much about nature of the modern criminal law and its
relationship with legal theory.” (Farmer, 1997, p. 175,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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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형벌을 받는 행위’이며 ‘형법(벌)은 범죄에 가해지는
것’이라는 순환적 정의에는 비록 한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
아 그 이전 ‘범죄는  이다’ 식의 고전적 정의들보다는 당시 학
자 및 법조인들에 의해 긍정적이라고 평가받았던 듯하다.57)

Farmer는 이러한 순환방식을 사용한 초기 대표적 학자로서 ‘형
사적 판결을 위한 형사적 절차를 밟게 되는 행위’라고 정의한

Williams(“an act capable of being followed by criminal

proceedings having a criminal outcome”, 1955, p.130, 강조추
가)을 꼽았다. 매우 흥미롭게도, Williams는 범죄행위에 연계된
도덕적 기초가 원천적으로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거부하고, 범죄
의 문제를 법적 관할･절차･제재 등 철저히 형사정책 영역의 차
원으로부터 접근하고자 했다.
전통적 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의 영역을 과도 또는
과소하게 획정하는 오류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Williams
식의 정의는 그 오류에 대한 일종의 절충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Farmer는 이러한 순환적 정의방식을 통하여 개별적이고
가변적 요소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형사절차(criminal

procedure)에 적용이 가능한 범죄의 영역을 획정할 수 있는 장
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범죄는 형벌을 받는 행위’

57)

같은 맥락에서 Farmer(1997, p. 177)는 Gordon(1978, p.15)의
정의도 소개한다: “Crime is defined by the reference to the legal

consequences of act, conversely the Criminal law is, according
to Sheriff Gordon, ‘that branch of law which deals with those
acts, attempts, and omissions of which the state may take
cognisance by prosecution in the criminal courts.”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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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형법(벌)은 범죄에 가해지는 것’이라는 순환적 정의를 사
용함에 따라, 보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국가의 시대
의 형법체제들이 갖는 특수성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러한 순환성에 부정적이다. 이
미 범죄화된 부류의 행위들을 일단 인정해버리면 전개되는 후
속논의에는 논리의 일관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 범
죄화 작업의 오류 여부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속출하는 새로
운 위해행위에 대한 범죄화 여부를 숙고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 순환적 정의에 대한 비판 및 종합
전술한 Williams 식의 정의는 그 후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
을 발휘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Brodeur and Ouellet(2004)는 그 과정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
다. 먼저 몇몇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Williams의 짤막한 정
의가 당시 일정 수준의 유용성을 가졌다는 점을 저자들은 인정
한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범죄의 개
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었고, 범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식
론적 기반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략
하면서도 포괄적인 순환적 정의가 일정 수준 통용될 수 있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도전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듯하다.

Taylor et al.(1973; 1975) 등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비판범죄
학(critical criminology)’의 등장으로 인해 범죄관련 논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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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격변의 시기가 찾아왔고, 간략한 형태의 순환성을 띤 범죄정
의가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순환
적 정의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범죄를 재정
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Brodeur and Ouellet(2004)은 그간 시
도된 정의들을 크게 ‘사실적 정의(factual definition)’와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로 양분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적 정의방식은 현시대의 종합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범
죄를 묘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범죄를 사회적 반
응(social reaction)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법에 의해 실
제로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지며, 그러다보니
범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식의 정의로 귀결된다.58) ‘있
는 그대로’에 초점을 맞추는 이 사실적 정의들을 보노라면 필자
는 전술한 Kenny의 설명에서 등장했던 ‘외형적 특성’을 강조했
던 정의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환언하면
실증적(positive) 측면을 강조 또는 묘사하려고 했으나 (그리고
그 자체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 실증적 측면에
깔린 속성들에 대한 좀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반면 규범적 정의방식은 단순한 사회적 반응이라는 초점을
넘어서 행위들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범죄로의 구분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 범죄의 정의가 큰 문제로서 인식되지는
58) 그리고 사실적 정의의 시초라 할 수 있는 Tappan(1960, p. 10)의 정의를
소개하였다. “Crime is an intentional act or omission in violation of

criminal law (statutory or case law), committed without defence or
justification, and sanctioned by the state as a felony or misdemeanour.”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묘사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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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시기에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범죄라는 식
의 규범적 정의방식은 널리 존재했다. 범죄학의 태동에서부터
이 같은 범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대부분의 학자들은 짤막하게 서술된 범죄의 정의가 범죄
자체의 본질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Brodeur and Ouellet(2004, p. 3)는 지적한다.
이 규범적 접근방식 내에서도 두 가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고 한다. 하나는 ‘인식론적(epistemological) 접근법’이다. 인식론
적 방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체되어 있을 때(즉, 오랜
기간 그 유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위해행위에) 적용하기가 유
용한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주로 ‘유죄의 정도(criminality)’(또
는 본고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죄책성

(culpability)’)가 절대적으로 명백한 살인, 강도, 절도와 같은 자
연범죄(natural crime)를 다루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비판범죄학 학자들은 인식론적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범죄로
다루는 방식은 날이 갈수록 넓어져가는 범죄의 종류들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강렬히 비판
했다.59) 규범적 접근법의 두 번째 부류는 실용적(pragmatic) 접
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용어가 말해주듯 현실에서 특정 행위를
범죄화하는 실질적 관행들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관행을 포착함으로써 개선방향

59) 한편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근본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 인식론적 정의
들을 보노라면 이제는 전술한 Kenny의 설명에서 등장했던 ‘내적 본질’을
강조했던 정의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필자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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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방식들과 차이점을 보
인다고 하겠다.

Williams의 순환적 정의 이후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상의 비
판범죄학적 사실적・규범적 접근방식들은 ‘범죄는  이다’ 식의
고전적 정의에, 말하자면  를 좀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현실설
명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
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론의 고안보다는 기존의
이론들이 내포하는 주요 요소들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Brodeur and Ouellet(2004)는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 예로서 Henry and Lanier(1998)를 꼽았다. 이하에서는
이 연구에 대한 필자의 추가 검토결과만을 간략히 소개한다. 먼
저 Henry and Lanier는 다른 학자들에 의한 이러한 통합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논의들이 구체적이고 일
관된 정의를 제시하시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존 연구의 미
흡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그들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범죄구성요소’들을 고려하여 모든 행위들을 아우르는
통합된 이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60) 저자들은 형법에 의해
규제되는 대상을 범죄로서 간주하는 (순환적) ‘법적 정의’가 갖
는 한계를 거듭 지적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
하더라도 적용가능한 통합적인 정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범죄
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가운데 총 여섯 가지의
60)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to integrate the casual

dimensions of the diverse range of theories, though not without
criticism, but little has been said about integrating definition of crime.”
(Henry and Lanier, 1998, 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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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즉 법(legal), 도덕적 합의(moral

consensus), 규칙의 상대성(rule-relativism), 정치적 갈등(political
conflict), 권력(power), 사회적 피해(social harm)를 고려하여 범
죄의 정의를 다루고자 했다.
이와 같은 실용적 접근방식은 범죄의 내적 및 외적 특징은 물론
심지어 정치적 상황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스펙트럼을 구성했
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일면 매우 야심찬 시도라고 판단한
다. 특별히 사회적 피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범죄는  이다라는
’
정의에서 매우 단편적인 기
준 를 적용하는 정의의 한계를 보완한다고도 볼 수 있다. 가령 특정
유형의 행위가 (설령 그것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기준을
각각 따져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저자들은
이러한 다차원적 방식(multi-dimensional scheme)을 통하여 새롭
게 등장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 기존의 행위들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자리하는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다. 여섯 가지
요소들의 ‘조합된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효과(combined and

interactive effects)’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Henry
and Lanier, 1998, p. 624).61)
61) 관행에 근거하여 범죄의 정의를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행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용적 접근방식은 분명 다른 방식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Henry and Lanier 이전에 논의된 실용적 접근법들의 대
표 사례로서 Hagan(1985) 및 Young(1992)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Hagan(1985, p. 49)은 범죄를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로서 형법이 금
하고 있는 행위(a Kind of deviance, which in turn consists of variation
from a social norm that is proscribed by criminal law)’라고 규정한 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 즉 ‘해당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회적 동의
(agreement about the norm)’, ‘해당행위로 인한 사회피해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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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가령 저자들의 그림(p. 622)을 보
면서 과연 이 도식이 얼마나 실용적일 것인가에 대하여 자문하
게 된다. (결코 추상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좀 더 단순화된
측정단위(metric)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화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시점에서 정치
적 갈등이나 권력구조까지 고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느끼는 더 큰 아쉬움
은 저자들은 여섯 가지 핵심요소들의 실제 활용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 정의는 물론 그들이 유독 ‘범죄화’에 직결되는지에 관해
서는 별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도덕적 합의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히 사회적 피해는 왜 중요하며 또 개념적
으로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등에서는 추가논의의 필요성
이 대두된다. 더불어 비판범죄학계의 정의에 대하여 평가한 것
(evaluation of social harm)’, ‘해당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심각도
(severity of societal response)’로써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Young(1992)은 범죄를 정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를 범죄자(offender),
피해자(victim), 공권력(police multi-agencies), 대중(public)의 네 가지로
상정하여, 범죄를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정의방식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여전히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들이 존재한다거나,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서 여전히 추상적이라
는 지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Henry and Lanier, 1998, p. 613,
620). 하지만 후술하듯 그 외에도 이들이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인 형벌의
속성 자체에 대해서는 정작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
하고 싶다. Hagan 및 Young의 정의, 심지어 이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한 Henry and Lanier의 정의에서는 범죄구성의 핵심요소들을 제시하
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왜 굳이 형사제재가 적합한 수단인지 등에 관해서
는 별다른 논의를 전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보아, 이들이
제시한 정의방식은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데에는 적
합할지는 몰라도 ‘특정행위를 왜 범죄화해야 하는가’의 물음에는 불충분한
측면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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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이 통합적 접근방식에서도 범죄에 연동된 형벌이라는 제
재수단의 속성에 대해서는 정작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은 듯하다.
가령 특정행위가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하더라도 왜 굳이 형벌
의 대상이 되는 범죄화가 적합한 수단인지 등에 관해서는 별 논
의가 없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종합하면, 이제까지 ‘범죄화’ 또는 ‘형벌의 대상’을 정의하려고
했던 학계의 시도들을 극히 간략히 개관해보았다. 먼저 정의 속
에 포함된 논리의 순환성에 대해서 필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
기 힘들다. 주지하듯, 설혹 Williams의 정의를 사용하더라도, ‘사
전적으로(ex ante)’ 어떤 행위를 또는 어떤 신종 위해행위를 과
연 범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쾌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두 변수를 순환적으로 정의
하는 이상 피하기 힘든 현상이다. 따라서 그 순환성을 한 쪽에
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형
벌의 목적이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
려고 한다. 물론 1970년대 이후 법학이나 범죄학에서 유사한 시
도를 했다고 판단되지만 특별히 그러한 시도들은 형벌의 차별
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이 아쉽게 여겨진다.
즉, 순환성을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다면, 형벌이라는 차별적
제재수단의 목적에 가장 상응하는 행위들을 범죄의 적합한 영
역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바로 범죄화의
논리적 기초가 된다. 요컨대 필자가 상정하는 다음과 같은 (함
수)관계들을 생각해보자. 필자는 범죄화라는 큰 주제에 관한 논
의에서 크게 ‘형벌목적’과 ‘죄책성(culpability)’이 두 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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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고 판단한다.62) 형벌목적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죄책성

(또는 그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중요해진다.
후술되는 논의에서 보듯이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는 해당
행위가 야기한 총피해 및 고의성, 불완전보상 등이 그 대표적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거듭 필자가 생각하는 범죄의 정의는 ‘죄
책성이 커서 다른 제재수단에 비하여 형벌로써 더욱 효율적으
로 억지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63) 본 연구의 궁극적
인 목표인 이 시도, 즉 형벌의 차별성을 고려한 죄책성의 결정
62) 형벌목적이 가령 응보론이라면 형벌의 대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가령 다수가 의도적으로 총을 발사했으나 결국
사람의 총알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사한 모든 이가
살인을 한 것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범행 당시의
제약조건이 매우 심하였다면 처벌로부터 면책될 수도 있다. 후술되듯이 법
경제학에서는 억지의 목적을 전제하므로 여기에서는 억지론을 전제하고
설명한다.
63) 만약 필자의 이 시도가 성공적이라면, Husak(2008, p. 82)이 지적하였듯
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원천적인 질문인 “과연 어떤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본장의 논의들에 대하여 일천한 지식밖에 갖지 못하
는 필자는 오랜 기간 법조인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이후 얻게 된
이해는 다음과 같다. 형사법학에서는 종래 범죄의 구성요건을 통하여 범죄
의 정의와 범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단 구성요건을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구별하여, 전자에서는 ‘고의, 과실, 목적 등’을 포섭하
되, 후자에 관하여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문제삼았다. 이에 따
라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행위는 무엇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보호법익론과 행위론이라는 형사법학의 중요한 논의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다. 결국 형사법학에서는 보호법익을 침해한다는 의사를 가지거나
보호법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부주의하게 간과하고서 그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
익 또는 가치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은 법철학
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서 가령 필자가 본 연구에서 추구하려는 실증
적 분석기법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준 법조인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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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파악하여 ‘범죄화’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나아가 ‘과잉
범죄화’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작업을 더 효율적이고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
정에서도 필자의 논의와 기존 주장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론을 포함하여 지
난 약 30년간 축적되어 온 범죄화(criminalization) 및 형사법의
경제기능에 관한 법경제학 연구들을 필자 나름대로 종합해볼
것이다. 이를 하기에 앞서 그 이전 법학계 또는 범죄학에 뿌리
를 두고 축적되어온 응보론과 억지론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
자. 이하는 그들에 관한 매우 정교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핵심주
장, 상호평가, 그리고 연혁 등에 관한 기초적인 서베이 성격을
갖는다.64)

64) 국내외 법률용어의 사전들은 물론 형법문헌들에서도 범죄는 대체로 ‘처벌
의 대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처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범
죄에 대한 제재수단’이라고 답하는 식의 순환적 정의가 꽤 오랜 기간 학계
에서 통용되었다는 사실을 앞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형사정책
적 측면에서 그리 소망스러운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여러 번 피력하였
다. 따라서 순환논리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의 특정 목적에 부합
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독자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은 매우 중
차대하다. <부록 II-A>에서 이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의 일부만을 잠시 소
개하였다. 일독하면 이하 제2절과 제3절에서 법학이론을 자세히 검토하기
이전 두 학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분야의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고 지금도 고전이라 간
주되고 있는 두 학자 Richard Posner와 Steven Shavell의 범죄론만을 <부
록 II-A>에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여러 문헌이 존재하는데,
제III장에서 이들 이론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재구성 작업을 수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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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대상으로서의 죄책성 : 억지론 대 응보론

가. 죄책성과 응보론
1) 형사처벌: 자산불충분성 논리의 불충분성
가격고정의 예를 통하여 간략히 문제제기를 해보자. 소수 항
공사들이 수십만 명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운항요금
담합을 했다고 하자. 사회전체에 미친 사중손실이 컸음에도 불
구하고 각 승객이 부담하는 개인피해는 작았다. 따라서 개별적
제소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공적집행이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그런데 거듭 이 사실이 곧 형사제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규제기관이 담합행위
를 발각하는 어려움까지 감안하여 Becker(1968)식으로 적발
확률의 역수를 일종의 승수로 사용하여 (혹독한 수준으로) 과
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대규모 기업들의 부담능력에 문제가
없는 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은 억지력을 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담합기업들은 형사처벌 특히 징역형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국내외에서 종종 관찰한다.
이상은 증권시장에서 주가조작을 했지만 투자자 피해를 배상
해줄 능력이 있는 유력한 재력가가 실형을 선고받는 현상과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평범한 주부가 일이
십만 원에 해당하는 옷을 백화점에서 훔치는 행위가 CC-T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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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되는 장면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본다. 도심 지역 바로
지근에 위치한 가령 여러 제과점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져서 급
기야 한 주인이 다른 업체의 유리창이나 기타 제과기계 일부분
을 파손시켰다는 보도도 자주 접한다. 파손의 피해는 가령 일이
백만 원이라고 하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받게 되는 형사처
벌 역시 자산불충분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더욱 극단적인 사
례는 경쟁업체 사장을 청부살인을 시도했던 재력가나 아이가
없는 부부가 다른 집 영아를 유괴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상황일
것이다.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배상능력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산불충분성의 위험이 전혀 없는 피고들은 왜 형사제재를
받는 것일까?65) 특히 위 담합의 경우 당사자들이 그러한 위법행
65) 최근 Mungan(2011, p. 7)은 만약 억지를 위하여 금전적 제재로만 통제하
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법집행자들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사람들로
부터 국고(또는 법집행자)로의 부 이전을 불법적으로 꾀할 유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부패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답
변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만약 무고한 부자에게 막대한 과징금이나
벌금을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부과할 때 부패가 발생한다면’, 설사 비금
전적 제재를 사용하여도 그러한 부패시스템은 얼마든지 발생할 것이다.
즉, 징역형을 감하거나 면해 준다는 구실로 무고한 부자로부터 금전적 대
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설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부패가 발
생하는 것은 재량의 남용 때문이지(Cho and Kim, 2001), 제재방식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 같지 않다. Galbiati and Garoupa(2007)는 절차적 엄
격성이 요구되는 형벌 과정을 통해서 해당 범죄자들에 대하여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이들에 대하여 향후 저렴하
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호기능 논리를 사용한 바 있다. 그러
나 엄청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전력 역시 시장참여자들에게
비슷한 신호기능을 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형사제재는 죄책에 대한 처
벌수단으로서 ‘낙인효과(stigma effect)’ 등 다른 제재수단들이 갖지 못하는
비효용을 효과적으로 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부유한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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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갖가지 강압적․편법적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면 형벌의 수위가 대체로 상승한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 자료를 누락 또는 위장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에 접하여 우리는 이때의 형사벌칙은 ‘사회에서 엄
격히 통제한 행위인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를 위반했기 때
문’에 가해지는 제재라는 상식적 이해를 할 수 있다. 요컨대 ‘죄
책성(culpability)’이 있는 행위를 한 자를 국가가 ‘처벌 또는 징
벌(punish)’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가에
의해 내려지는 처벌의 수단은 늘 형사제재를 사용한다.
그런데 바로 이 ‘죄책성에 대한 징벌의 목적’을 놓고 법(철)학
자와 경제학자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Posner와

Shavell로 대표되는 법경제학자들은 앞에서 보았듯이 억지를 징
벌의 목적으로 설명한다. 이른바 ‘억지론’이다. (물론 전술한 대
로 법학계 내에서도 억지론은 존재하였다.) 반면 전통적인 법학
에서는 이와는 달리 ‘응보론’이 상대적으로 더욱 주류를 이루어
왔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법경제학의 억지론은 응보론자들
로부터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
를 들어 형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의 자산불충분성 주장이
나 적발확률을 감안한 징벌승수 등의 경제이론은 응보론자들이
거의 수용하지 않는 듯하다. 응보론에서의 핵심은 거듭 도덕적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의 크기이며, 그 크기에 비례한 수

태형이나 징역형 등 비금전적 형사제재들이 더욱 그러한 효과를 가질 것이
다. 이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금전적 자산의 한계효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통
상의 경제학적 추론과 일치한다. 이에 관해서도 다음 장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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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처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 맥락에서 경
제이론이 현재 형법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Husak, 2008, p. 183).
만약 자산불충분성 문제가 전혀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
법 대신 불법행위법으로 해당 위해행위들의 통제가 충분하다는
가령 Posner의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Husak
은 주장한다. 현실에서는 형벌이 갖는 ‘선언적 기능(expressive

function)’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능은 (자산
불충분성이 결코 아니라)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
언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인데, 경제이론에는 도덕적 측면에 대
한 고려가 부재하므로 그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이다. 최근

Fletcher(2007, p. 59, [ ] 추가)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심지어
“형법의 실체적 측면에 대해 법경제학자들로부터 들을만한 [유

용한] 얘기가 없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66)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법경제학자가 이 처벌
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던 1980년대 중반 훨씬 이
전부터 법학계(및 범죄학계) 내에서도 ‘억지론’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나름대로 정립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같은 법학계 내
66) 하지만 응보론을 주창하는 글들을 읽다 보면 사실은 경제학계에서 충분히
받아들이는 요소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이론에서 하나의 ‘필요조건’
으로 상정하는 ‘고의성요건’이다. 반면 응보론에서 이에 대응하는 개념은
이른바 ‘범의’ 또는 ‘과오요건(fault requirement)’인데 그 정의는 ‘의도적으
로, 알면서도, 또는 부주의하게(purposely, knowingly or recklessly) 이루
어진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Ashworth, 2008, p. 411). 그리고 전형적인
예로서 물건의 수용은 이 과오요건을 만족시키지만, 순수사고로 남의 자산
에 피해를 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한다. 그런데 후술되듯 이는
법경제학적 이론들에서도 그대로 공유되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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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응보론과 억지론 사이에는 상당한 공방이 있어 왔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학계와 경제학계의 사이의(inter)’
상이한 징벌이론에 대한 평가를 다음 절에서 하기에 앞서, 본절
에서는 우선 이 ‘법학계 내에서(intra)’ 존재했던 이론과 주장의
차이를 검토한다.

2) 도덕철학으로서의 응보론
제I.4절에서 매우 간략히 소개한대로 처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법학계 내에서도 여러 이론들이 오랜 기간 각축을 벌여왔다. 가
장 역사가 오래 되었고 여전히 가장 대표적인 처벌이론은 ‘응보
론(retributivism or desert)’이다. 후술되듯 영미법계 국가의 법
학 및 법조계에서는 특히 20세기 후반에 즈음하여 그 이전 한
동안 빛을 잃고 있었던 응보론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 반전현
상이 일어난다(Davis, 2009, p. 74).
전술하였듯이 처벌은 원래 비난가능성(또는 죄책성)에 대한
응보라는 시각이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20세기 들
어오면서 가장 고전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복수를 위한 응보
론’은 형법의 기초로서는 부적절해서 빛을 잃었다. 그 후 꽤 오
랜 기간 응보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던 격리나 재활론 역
시 20세기 중반 이후 현실 설명력의 약화로 힘을 잃기 시작하
였다. 다음 소절에서 소개하듯이 이와 때를 맞추어 영미법 국가
에서는 1960년대 경부터 억지론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었다. 필
자가 보기에 그 후 20여 년 동안 대세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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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급기야 억지의 논리가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20여 년 후
서서히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억지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기 시작하던 1980년대 중후반
부터 오래 전 설득력을 잃었던 응보론이 이전보다 더욱 체계적
인 모습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67) 최근 LaFave(2010, pp.

30-31)는 “한때 이론가들에 의해 가장 덜 수용되던 응보론이 서

서히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처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주
저 없이 내린 바 있다. 현대의 응보론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
곤 하는데, ‘의무론적 응보론’과 ‘경험론적 응보론’이 바로 그것
이다.68) 둘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도덕철학

67) 물론 억지론이 대두되고 부흥하던 시기에도 응보론 자체는 가령
Rawls(1955)에서 보듯이 단순히 복수를 한다는 차원을 넘어가는 심도 있
는 논리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었다. 이미 1960년대에 이르면 그 이전
상당 기간 동안 무시되었던 ‘정당하고 일관된’ 처벌시스템을 모색하기 위
해 응보론적 입장이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된다 (Gardner, 1976, p. 784).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의무론적 응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많이 축적
된 것으로 보인다.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retributivism, once
treated as an irrational vestige of benighted times, has enjoyed in
recent years so vigorous a revival that it can fairly be regarded today
as the leading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the institution of criminal
punishment.” (Dolinko, 1992, p. 1623). 비슷한 맥락에서 Kaplow and
Shavell(2002, p. 297)은 Armstrong(1961), Pincoffs(1966), Benn(1967),
von Hirsch(1976), Nozick(1981) 등 이 시기에 저술된 꽤 많은 숫자의 문
헌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 큰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68) 본 소절의 이하 두 가지 응보론에 대한 매우 개괄적 설명은 (그 자신 또한
응보론자라 할 수 있는) Robinson(2008, pp. 135-174)에 주로 기반을 둔 것
이다. 응보론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를 하는 제II.3절에서 응보론의 세부
주장들이 소개될 것이므로 본 소절에서는 기본 틀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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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범죄자를 처벌하되 그 목표는 문
자 그대로 응보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학계와 법조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American Law Institute는 (개정)모범형법전 Section 1에서 응보
를 유력한 양형원칙으로 삼게 된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의무론적 응보론은 매우 철저히 도덕
철학에 근거하여 정립된 이론으로서, 범죄로 인한 피해보다는
도덕적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에 기초하여 처벌의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9)

특히

이

생각은

이미

Kant(1797)의 의무론적 윤리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Hegel(1821) 또한 공헌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자신의 잘못에 상
응하는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처벌의 목적이며, 그 수준
은 범죄자의 ‘도덕적 비난가능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이론
의 골자이다.70) 범죄자가 야기한 피해가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
지만 범행 당시의 심리상태, 즉 범의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비난
가능한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시
의 다른 환경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라
면책과 경감사유도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71)
69)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실제로 야기한 높은 수준의 피해’는 여러 도
덕론적 철학자들에게도 범죄의 필요조건으로 수용되는 듯하다 (Husak,
2008, pp. 58-77). 하지만 그 비중이 법경제학자들의 논의에서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다.
70) 다른 문헌들을 보면 다음 Benn의 주장이 대표적인 설명으로 많이 인용된
다. “[T]he punishment of crime is right in itself, that it is fitting that the

guilty should suffer, and that justice, or the moral order, requires the
institution of punishment.” (Benn, 1967, p. 30, 강조 추가).
71) “The offender deserves a particular punishment not simply for 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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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무론적 응보론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된 현재 특정
범죄자나 그가 처한 환경에 국한되는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유
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를 초월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근
본가치로부터 도출된 ‘원칙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
서 이론적으로는 정치 또는 사회적 상황의 특수성과는 무차별
하게 정의로움의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다. 요컨대 범행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되 그 환경 역시 일반화된 원리 하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이상의 의무론적 응보론이 현재 국내
법학계에 보편적으로 소개된 응보이론으로 보인다.72)
which causes harm but according to his personal responsibility for
committing the act. This evaluation necessarily includes a review of the
broad array of forces operating upon the individual to ascertain the
extent of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y.” (Pillsbury, 1989, p. 663). 필자
역시 이러한 설명만 읽으면 응보론의 기본철학과 원칙이 갖는 정교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원칙을 현실의 처벌수준으로 전환하
는 과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한 ‘규범적 이론’으로서의 응보론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꽤 많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
음 절들에서 상술한다.
72) 이쯤에서 본장을 읽어 준 법조인들 중 일인의 생각을 소개하는 일이 매우
가치 있을 듯하다. 그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간의 논쟁은 처벌요소
로서의 죄책성에 관하여 응보론과 억지론이 접점을 모색해온 과정이며, 그
논쟁의 폭을 좁혀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응보론이 내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억지론은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전
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후자에서는 피해정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응보가 ‘이미 행해진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면, 억지는 ‘앞
으로 일어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양자는 반드시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시점에서 응보론자는 과거를, 억지론자를 미래를 바
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응보 또한 실제 일반억지의 효과를 낳는
것이고, (필자에게 특히 설득력은 준 관찰로서) 응보론자는 그 효과에 그
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실제 형사정책의 방
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양 이론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시각이 일면 설득력을 갖는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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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둘째 부류인 경험적 응보론 역시 범죄자의 비난가능성
에 초점을 맞추며, 거듭 처벌의 목적은 응보로서 동일하다. 그
러나 처벌의 수준을 결정할 때 철학적 분석이나 관념적 탐구보
다는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보통사람들이 갖는 직관에 주로 의
존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범죄자 과오에 대하
여 일반인들이 대개 얼마만큼의 비난정도를 갖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비난정도
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에 관하여 상당수준의 합의점을 이루
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Robinson and Darley, 1997, pp.

456-458). 경험적 응보론에서도 개개인의 특수성보다는 일반화
된 결정요소들을 찾아내려는데 초점을 맞추므로, 가령 연구를
할 때에는 널리 알려진 실제 범죄사건보다는 사회과학적 방법
론을 사용하는 가상적 실험자료를 선호한다. 다만 의무론적 응
보론과는 달리 그 결정요소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되는 직
관에 바탕을 두려는 것이다.
경험론적 응보론의 대표적인 옹호자로 보이는 Robinson(2008,

pp. 172-173)는 두 가지 응보론의 특성 및 장단점을 다음과 같
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결국 의무론적 응보론은 처벌수준의
산정에서 절대규모에 초점을 둔 반면, 경험론적 응보론은 상대
적 규모에 관심을 두었다. 왜냐하면 후자는 응보 스펙트럼의 최
대치가 정해졌을 때 범죄유형 간 비난가능성의 상대위치에 따
라 그 스펙트럼과 1:1 대응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경제학 본연의 핵심 속성(및 강한 장점)을 감안할 때
억지론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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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론자들은 주로 징역형 등 가급적 잔혹한 방식을 선호한다
는 편견과는 달리) 두 주장 모두 구체적인 형벌의 방식에는 그
리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둘째, 의무론적 시각은
대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장점을 강
조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구성원들이 직관에 의해 도출하는 경
험론적 응보론의 형벌수준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의 위험성이
줄어들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형법제도 일반에 대한 도덕적 신
뢰를 얻는데 우월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도덕적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도덕철학자들 사이에 매우 큰 편차가 존재하
므로 이론을 실제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단점을 지적
한다. 셋째, 경험적 응보론은 반대로 형벌수준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왜
냐하면 범죄유형별 비난가능성의 순서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의 직관에 근거하여 정한 후, 주어진 형벌 스펙트럼에 1:1로 대
응하면 되기 때문이다.73) 따라서 그에 기반을 두어 형사법제를
73) 여러 곳에서 이 점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였지만 동시에 매우 조심성 있
는 서술을 하고 있다. 가령 “최소한 형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

요 범죄들에 대해서는(at least regarding those core wrongs that make
up the central part of criminal law)”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필
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예를 들어 절도보다는 강도, 강도보다
는 살인에 더 큰 도덕적 비난가능성을 부여한다는데 동의한다. 미수에 그
친 경우보다는 실제 살인이 벌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죄책성이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가히 천문학적 숫자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
과연 그 도덕적 비난가능성의 순서를 쉽게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
구심이 크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상의 여러 규제위반행위들을 과연 형
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하여 결코 명쾌한 지침이나 함의를 주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범죄들 간의 상대적 순서를 정할 필요 없는 처벌 메
커니즘이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후술되듯이 법경제학자들은 응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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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하는데 신속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성원들의 직관에 의
존하므로 도덕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 형벌수준이 편향되게 결
정될 가능성이 더 크며, 그렇게 되면 Robinson 자신이 생각하는
형사법제의 가장 핵심인 도덕적 신뢰를 상실할 위험이 커진다
는 단점을 지적했다.

나. 법학계의 억지론 및 그에 대한 비판
1) 억지론의 부각
제한된 서베이에 의하면 20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최소
한 영미법 국가의 법학계에서는 억지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었
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응보론과 더불어) 18세기 후반

Bentham 이후 상당기간 각광받았던 억지론은 19세기 중후반부
터 힘을 잃었다. 그 후 1세기 가까운 시간동안 범죄자를 격리
또는 재활시켜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소위 ‘예방이론

(preventive theory)’이 처벌의 주요 목적으로서 형법이론가들에
게 수용되었다.74) 또한 이 상대적으로 긴 시기 동안에는 범죄자
바로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74) “After nearly a century of relatively fixed agreement among criminal

law theorists regarding the purposes and justifications of punishment an
explosion of criticism has suddenly erupted calling for reconstructing of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the criminal sanctions.”(Gardner, 1976,
p. 781); “The conventional assumptions have for nearly a century
dominated the thinking regarding disposition of convicted offenders.
The disposition should rehabilitate the offender if possible, and restrain
him if he is dangerous.” (von Hirsch, 197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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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갱생 내지는 치료가 처벌의 지배적인 목적이었기에 소위 ‘치
료의 시기(age of therapy)’라고도 불리었다. 여기에는 범죄자를
마치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처벌 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고려하기보다는
과학적 이론에 의거한 (범죄예방의)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발전
되어 온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응보론적 입장 또한 원시적인 보
복의 개념에서 유래된 시대착오적인 부산물로 간주되었고 정의
보다는 치료가 앞선다고 보았다 (Dershowitz, 1974, p. 297). 또
한 Bentham 이후 한 때 주목받았던 일반억지론도 그 실제효과
등의 측면에서 노골적인 외면을 받고 있었다 (Gardner, 1976,

p. 782).
그러나 일대 전환의 시기라 할 수 있는 20세기 중반 무렵 ‘격
리 및 재활을 통한 예방’이라는 목적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세
지게 된다. 그리고 1960년대가 이렇게 주요 이론들이 서로 자리
를 바꾸는 ‘시대의 분수령(watershed between eras)’이었다는 사
실이 1970년대에는 이미 법원, 입법부, 학계 모두에게 보편적으
로 수용되었다 (Dershowitz, 1974, p. 298). 결국 이러한 격변은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재활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
다는 경험적인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처벌과 관련하여 재활의 목적이 중요시됨에 따라
지나친 재량이 행사되어 형량이 매우 불확정적(indeterminate)으
로 되어 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또한 예방을 위하여 격리
를 시킨다고 했지만 무고한 사람을 가둬놓는 일이 빈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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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도 받게 되었다 (Gardner, 1976, p. 783). 형량을 정할 때
특정 범죄자의 미래 재범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기술적 능
력에 대한 전제 또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Morris, 1974,

p. 1167). 이 처럼 예방적 이론이 쇠퇴해감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체 시각들이 활기를 띨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중 가장 눈에 띄었던 현상이 일반억지론의 부활이었다(Gardner,

1976, p. 783).
주지하듯 공리주의로부터 발현되었다고 알려진 억지설의 근
원에는 전술한 응보론과는 여러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
장 현저한 것 중 하나는 그 목적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Golding(1975, pp. 140-141)은 다음 고대 Platon의 명제를 들어
이를 매우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형벌이란 과거에 대한 응

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해진 것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형벌이란 장래를 위하여 부과하
는 것이며, 형벌을 받는 사람과 형벌 받는 것을 보는 사람 양자
모두에게 범죄를 혐오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들의 과거 행위의 많은 부분을 행하지 않도록 담보하기 위해
서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처벌 이후 실현될 특정한 순효과들
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별 비중을 두지 않는 응보론과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다.
초기 억지론의 대표 학자인 Williams(1961, p. 161)는 미국에
서 억지가 당시에 이미 형법의 ‘주요목적(primary purpose)’이
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후 20년이 지나 억지론이 한층 힘
을 얻던 1980년대 초에는 미국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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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목적(core purpose)’이라는 생각이 법조계에서도 대세였
던 것으로 보인다 (Warren v. US Parole Commission, 659 F.2d

183, 188, D.C. Cir. 1981).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시각 중의 하나가 상습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현상에 대한 당시 미 법조계의 견해였다. 가령 소위

‘삼진아웃제’는 세 번 범행을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수감되는 제
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만큼 사악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하게 한다는 의견도 가능하
고, 세 번이나 저질렀으므로 이제 영구히 범행하지 못하도록 격
리시키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주지하듯 전자는 응보론
에 기초하고 후자는 격리론에 바탕을 둔 생각이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시각은 일반억지 논리였다. 상습적인 범인은 중한 징벌
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다른 잠재적 범죄자군’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유력한 논리로 자리 잡았다.75) 대략 1990
년대 초반까지도 억지론의 기세는 큰 힘을 잃지 않고 유력한 논
리로 수용되었다. 미국의 경우 약 30년 이상 각 법집행기관에
서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범죄화하면서 그 근거로서 억지
논리가 사용되었다.76)
75) 비교적 잘 알려진 ‘Jackson 사건’(U.S. v. Jackson, 835 F.2d 1195, 1197,
Illinois App. 1987, [ ] 추가)에서 재판부는 삼진아웃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해석을 제시하였다. “응보론의 유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다.

격리론은 범죄자들 그룹에서 해당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효과
가 있지만, 한편으론 합법과 불법행위 사이에서 늘 면밀히 저울질하는 다
른 사람들에게는 [삼진아웃제에 의하여 경쟁자들이 수감되어 버렸으므로]
범죄시장에서의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불법행위가 더 매력적이라고 인
지될 수도 있다.” 요컨대 이 판결의 요지는 응보론 및 격리론이 이러한 제
도에 대하여 큰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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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계 억지론’에 대한 법학자 및 범죄학자들의 비판
이제 부흥시기를 맞았던 법학계 억지론에 대한 응보론자들의
비판을 구체적으로 요약해보자. 이미 설명한대로 Posner 및

Shavell 등에 의한 법경제학계의 본격적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에야 시작되었으므로, 당시 비판의 대상은 법학계 및 범죄학계
내부의 억지론이었다. 그리고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주로

Horowitz, Fletcher, Robinson, Husak, Darley, Clark 등 도덕철
학 및 응보론에 기반을 둔 형법학자 및 도덕철학자들이 비판의
선두에 섰다.
앞서 소개한 응보론의 입장에서 볼 때 형사정책시스템의 존
재이유는 궁극적으로 ‘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억지론자들은 범죄의 감축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론 응보론
에 근거하여 처벌하더라도 억지효과가 있다는 점은 억지론자들
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론에만
비중을 두고 형사정책을 이끌어 갈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는 비판을 응보론자들은 해왔다. 앞서도 보았듯이 이들은 비난
76) 가령 Robinson and Darley(2003, pp. 971-972)는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석 중 도주, 증언매수, 무장강
도에 대한 가중처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스포츠산업에서의 비리, 근친상
간, 도로통행방해,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등 많은 예가 포함된다. 참고로 국
내 한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삼진아웃제가 법제화된 예들이 있
다. 상습절도의 경우 실형을 2회 이상 받고도 동종 범행을 또 저지른 경우
2배 이상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도록 가중한 규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6항]). 근래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3회째에는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1000만 원 벌금을 선
고하도록 형을 가중한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 등이 있다. 특히 음주
운전 삼진아웃 법제화는 일반억지론에 근거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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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또는 과오 등의 개념이 형사정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믿었는데 억지론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부차적인 관심만 부여했
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편의상 범죄와 관련된 주체별로 구
분하여 대략 네 가지로 요약해보자.77)
첫째,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의 내용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
역에서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도덕적 믿음과 비슷하고 또 그래
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억지론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Darley et al., 1996). 즉, 그들은 어떤 행위
가 형벌의 대상이며 또 그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응보를 해
야 하는가에 관하여 상당히 공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응보수준 관련 평소 믿음과의 괴리를 보이는 형벌조항
에 대해서는 ‘정의로움으로부터의 이탈(deviation from justice)’
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후술되듯 억지효과가
무력화되는 부작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시민들 사이에 전반
적으로 법을 경시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Clark,

2000).78)
77) 공리주의에 입각한 초기 억지설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처벌강도의 문제
에 관한 것이었다. 억지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면 어떠한 중벌을 허용
해도 된다는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액의 물건 절도를 막
기 위하여 손을 자른다든지 장기구금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
당 범죄자에게 정의롭지 못한 형량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형벌은 범죄에 상
응해야 하며 범죄자의 비난정도에 적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Golding, 1975, p. 147). 물론 후술되듯이 20세기
중후반대에 펼쳐진 억지론에서는 죄책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하
고 있다. 흥미롭게도, 역시 후술 되는대로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의 억지론
에서는 이 비례원칙을 더욱 철저히 반영하여 처벌강도를 산정하는 일에
매우 큰 비중을 두었다.
78) 필자 판단으로는 바로 이 부분 있어서는 후술되는 법경제학이론도 응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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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반적으로 믿고 있던 응보 수준을 벗어나 무리한 형법
을 만들었을 때에는 (법집행에서 재량이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법집행자들 역시 상식적인 응보 수준에 맞추어 재량을 발휘하
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Horowitz, 1985). 경찰, 검
찰, 판사, 배심원 모두 그러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엄중
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법이 짜여 있다면, 법집행자들은 도덕적
으로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집행에서의 재량을 행사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정도가 실제로는 도덕철학적 응보론에
의해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는 주장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Horowitz, 1988; Hill and Pfeifer, 1992; Clark, 2000 등).
요컨대 전적으로 억지론에 입각하여 무리하게 만들어진 법제는
결국 성공하기 힘들다는 논지이다.
셋째, 억지론에 근거하여 만든 형벌조항이 정의로움으로부터
의 일탈이라 판단될 때에는 이제 잠재적 범죄자들 역시 이를 무
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다. 가령 억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
진 법 내용을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들의 믿음과
는 괴리가 있을 때에는 법에 규정된 형벌수준을 액면가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집행자들이 그렇게 집행하지 않

자들로부터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비
용이 많이 소요되는 적발확률은 가급적 낮추고 벌금의 수준을 최대한 높
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명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그러한 예제를 제시하는데 대표적 예가 Polinsky(2011, p. 89)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법집행에서의 오류, 자산불충분성, 사후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위 법경제학 명제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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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따라서 억지 목적을 위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실제로는 범죄자들의 유인을 바꾸기 힘들다. 실
제로 응보론자들은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주장을 증명하고자
시도해왔으며 일부 성공하였다 (Horowitz, 1988; Bishop and

Frazier, 1991; Kades, 1997 등).
넷째, 법집행주체나 잠재적 범죄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보제
약의 문제로부터 생긴 비판이다. 비판의 핵심은 억지가 작동하
는 경위를 파악하고 제대로 설계하려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필
요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우며, 만약 이런 필요조
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억지를 명목으로 한 형사정책은 오히
려 해당 범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수 정보의 대
표적인 예는 검거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 처벌강도, 금전
대 비금전적 처벌의 상대적 고통, 법집행의 지체 정도 등이다.
적발확률의 어느 임계점 이하에서는 범죄자들이 무시하는 경향
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처벌강도의 산정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적발확률의 임계점이 어
디이며, 이는 범죄의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는가 여부 등도 논
의되었다 (Robinson and Darley, 2003). 또한 억지론에서 상대
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었던 ‘범죄유형들 사이의 대체행위’
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면서 과연 법제의 변화가 이를 예측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Katyal, 1997). 실제
로 범죄들의 유형 사이에 관찰되는 현실의 형량차이를 제시하
면서, 과연 억지론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Os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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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결론적으로 다양한 정보의 제약 때문에 원천적으로 억지
론이 성공하기 매우 힘들다는 비판이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Bar-Gill and Harel(2001)은 억지력과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가령 범
죄율이 높아지면 가용 법집행자원이 부족해지므로 적발확률은
더욱 낮아진다는 것이다. 억지론이 이러한 상황까지 감안하여
법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을 나타냈다. 요컨대 요
약하면 현재의 조건에 기초하여 법제를 만들자마자 기존의 조
건들을 바꾸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현재의 입법자들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까지 감안한 법제를 현재 만들어야
하며 그 후에도 조건변화가 생길 때마다 정보를 갱신하여 나가
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론이라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회의론은 경제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태
적 모형의 논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79)
종합하면, 도덕철학에 근거한 응보론으로부터의 비판은 다음
7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런 정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감안하고 접
근을 한 것이 경제학적 분석들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본문의 거의 모든
비판들에 대해 인지하고, 검증하고,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연구
가 무수히 많지만, 지면 제약상 한 가지씩만 소개한다. 가령 경찰력과 같
은 억지력과 범죄율 사이에 존재하는 쌍방 인과관계는 이미 경제학자들에
게 인지된 지 오래이며(Levitt, 1997), 범죄간의 대체행위 역시 이미 실증적
으로 광범위하게 분석된 바 있다 (Benson et al., 1998). 심지어 본문의
Osler(2004)가 현 법제를 억지론으로써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의
한 근거로 사용했던 마약소지의 형량이 과도하게 높았던 현상 역시 이미
경제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된 바 있다 (Benson et al. 1994). 과도한 형량
역시 관료, 정치인, 기타 이익집단 등의 의지가 반영된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 부작용을 억지론 자체의 문제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논
리의 비약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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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덕적 신뢰(moral credibility)가 담보
되어야 사회를 통괄할 수 있는데, 억지 목적만을 생각하여 형법
이 짜여 진다면 역설적으로 결국 그 억지 목적마저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설사 응보론에 의거했을 때보다는 당장 억지
효과가 더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아 일반시민, 법집행자,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들까지도 법을 경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의도했던 억지력마저도 약화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20세기 중후반 이후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법학계의 억지론
은 이렇게 도덕감정 및 응보론에 바탕을 둔 여러 도전에 접하였
다.80) 따라서 영미권의 몇몇 법학자들은 억지론의 핵심을 완전
히 부정하지는 않은 채 이 쏟아지는 비판을 완화시켜 보려는 시
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자 죄책성에 ‘고의적 잘못(intentional wrongdoing)’이라
는 도덕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려 했다 (Robinson and

Darley, 1995, pp. 210-212). 말하자면 응보론의 일부 논리를 억
지론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보완책 역시 억지론에 대한
응보론자들의 비판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Kahan, 1997a, p. 2479). ‘고의적 잘못’ 자체의 정교한 정의가
여전히 부족했었다고 비판한다. 더욱 중요한 이유로서, 고의성
80) 물론 후술되듯 이상 응보론자들의 비판은 억지를 가장 핵심으로 간주하는
법경제학자들에게는 ‘운명적으로’ 가장 강력한 비판의 대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역시 필자의 제한된 서베이에 의하면) 역설적이지만 이 주제
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이 태동되던 시기는 법학계의 응보론이 가시적인
힘을 얻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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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형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의 형법조항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주어졌다.
사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Hart(1968, pp. 132-135)는 일찌감치
형벌의 필요조건으로서 ‘책임의 조건(criteria of responsibility)’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어 과실 또한 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든 바 있다 (Kahan, 1997a, p. 2480).81)
이상의 비판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최근 Robinson(2008, p.

84)은 처벌목적으로서의 ‘일반억지’가 갖는 원래 학술적 의미가
아닌 단순히 ‘비난받을만한’ 또는 ‘형벌대상이 되는’ 식의 보통명
사로서(즉, ‘범죄화’라는 뜻으로서) ‘억지’라는 표현이 20세기 후
반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고 회고한다. 한마디로 억지론을
큰 고민 없이 수용해버린 후 급기야 남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
심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억지론을 주장하는 여러 글들에서
정작 억지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 비중 있는 분석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요컨대 처벌을 함으로써 향후 해당
범죄의 발생을 억지하겠다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억지’라는
용어를 그저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된다’ 정도의 의미로서 일반
인들은 물론 학자들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82)
81) Kahan(1997b) 역시 비슷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Lessig(1998)
의 잘 알려진 ‘사회의미의 통제(regulation of social meaning)’라는 논리를
빌려와 ‘원천적으로 비고의적인 과오(genuine nonintentional fault)’ 기준을
제시해보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흥미롭게도 후술되는 법경제학의 처벌
이론(억지론)에서는 애초부터 고의성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를테면
과실치사 중에서도 형벌의 대상이 되는 유형을 일관된 분석틀로써 구분하
고 있다.
82) 심지어 Kahan(1999, p. 414)은 이렇게 억지론이 유력하게 된 배경에는 그
이론 자체를 수용하기 쉽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즉 가령 응보론과 같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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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맥락에서 Robinson은 억지가 형사정책시스템이 존재
하는 한 가지 훌륭한 이유는 되지만 책임과 처벌의 강도를 산정
하기 위한 지침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즉 ‘처벌 제도’를
정당화하는 기능은 있지만 무수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그 처벌
강도의 ‘분배(distribution)’를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을 강하
게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정의로움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유하는 직관과 일관된 처벌수준만이 그 신뢰를 얻는 핵심이
라고 결론내린다 (Robinson, 2008, p. 189). 즉 도덕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형사벌칙시스템의 구축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83)
요약하면, 1960년대 이후 30년가량 시대를 풍미하던 억지론
은 응보론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응보론이 20
세기 말부터는 법학 및 범죄학에서 가장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아주 소수의 학자들이 등
장했으므로 법경제학이론은 당시 응보론자들의 큰 비판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금씩 연구가 진행되면서 도덕철학론은

안으로써 특정 행위의 처벌을 설명할 때에는 비도덕성 및 비난가능성을
규정하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종종 이들은 민감한 논쟁을 일
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규범론이나 도덕철학자들의 입장
에서 보면 매우 불만족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는 서술하고 있다.
83) 환언하면 사회구성원의 도덕감정에 일치하는 형법시스템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Robinson(2008, pp. 189-212)은 그러한 도덕적
신뢰의 결정요소들 및 응보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그
의 주장에는 개념적 수준에서 필자가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지
만 Robinson의 주장은 결국 앞서 언급한 도덕철학론의 범주를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후술 되는대로 법경제학
적 입장에서는 응보론의 여러 단점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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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학적 시각으로부터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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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이론에 대한 법경제학의 잠정적 평가

가. 억지론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1) 개요
억지론이 남용되던 현상에 대하여 20세기 후반부터 적절한
견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철학에 기반
을 둔 응보론이 바람직한 형사정책의 틀을 만드는데 확연히 성
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장에서 다루려했던 ‘죄
책성’ 및 ‘처벌의 목적’을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응보론들은 실제 양형을 하는데 유익한 지침을 주
기에 힘들어 보인다. 즉, 범죄유형마다 어느 정도의 응보를 해
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일단 힘들고, 또 그 적절
성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84)
84) 이러한 한계점들에 관해서는 많은 문헌들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계점은 의무론적 응보론은 물론이고 좀 더 현실에 바탕을 두고
법제마련에 상대적으로 더욱 유익하다고 주장되었던 경험론적 응보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를테면 앞서 일반인들 사이에 적절한 응보
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상당부분 가능하다는 Robinson의 주장과
는 달리, 가령 Katz(1996)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응보’를 판단함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경우(예: 상점에서의 단순절도범에게 징역 3년)에 대해서는 모
두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관을 공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상황
에서는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다고 비판하였다. Duff(1996)는 다수가 공유
하는 직관이라고 해서 결코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강하게 피력하
였다. 심지어 Bryer(1988)와 Dolinko(1992)는 범죄들의 비난가능성에 대하
여 서열을 매길 수 있다는 경험적 응보론의 기본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
다. 후술 되는대로 법경제학에 기초한 억지론 역시 처벌의 정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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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고의성(또는 협의의 범의)’을 범
죄 성립의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그 정도에 따
라 처벌이 비례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령 모두 타인을 죽게
한 결과이지만 예를 들어 계획된 살해, 폭행 중 의도치 않았던
살인, 교통사고 과실치사의 순서로 처벌강도가 낮아진다는데 법
철학자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 이는 경제학에서도 고의성을 중
시하는 단적인 예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로서, 현행법을 보면
형벌의 존재가 (Posner나 Shavell이 강조한 정도로) 자산불충분
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필자는 강하게 한다. 만약 그랬다
면 (다소 극단적인 상상이지만) 특히 비금전적 형벌을 규정하는
여러 법조문들에는 가령 “만약 상응하는 금전적 제재(예: 과징

금 또는 손해배상액)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산능력이 월등한 자도
형벌 받는 현상을 무수히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강조한
바와 같다. 요컨대 우리가 흔히 듣는 ‘죄책성과 처벌의 연계’를
설명하기에 자산불충분성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록 II-A>에 상술된 Shavell의 비판을
잠시만 상기해보자.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되어 있는
행위들이 예전에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
로운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절도, 강도, 강간 등이 시대를 초월
하여 ‘도덕적으로 잘못된(morally wrong)’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현실에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법경제학에서는
일단 범죄 간 비난가능성의 (절대적 판단은 물론) 상대비교를 수행할 필요
가 없다. 나아가 법경제이론에서의 처벌 수준은 주로 피해에 근거하여 도
출되기 때문에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그 산출작업이 많이 수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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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러한 행위자들을 국가가 개입하
는 형벌로써 통제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드물었다는 주장
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행위들을 예전 사회가 허용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상당수는 비형사적 제재수단으로 통제를 했던 것이
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익명성이 짙고 구성원들이 독립․분화되
면서 이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면 억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
는 관찰은 일단 도덕철학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직감하기에 충
분해 보인다. 이러한 의구심은 도덕적 죄책에 압도적으로 근거
하고 있는 응보론에서 특히 강하게 생겨난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그 크기가 정해진 죄책
이 존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강도를 정한다는 도덕철학적
접근 또한 쉽게 그 대안으로서 수용되지는 않는다. 사실 후술
되는대로 이러한 법집행방식을 추구하는 데에는 심각한 장애물
들이 존재한다. 단적인 예로서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은 관련 논
의를 할 때 살인이나 강간 등 누구도 그 흉악성을 쉽게 부정하
지 않는 범죄들의 예를 들지만 정작 신종 위해행위를 처벌대상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
질적 정의는 찾아보기 힘든 듯하다.
나아가 전술한 대로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정립된 억지론에
대한 응보론자들의 비판들에는 일면 옳은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일면 옳은 부
분의 핵심, 특히 과다억지의 부작용이나 법집행자의 사적 유인
등은 (다음 장들에서 보듯) 법경제학계의 억지론에서는 이미 대
부분 인지하고 있지 않나 싶다. 더불어, 그렇다면 응보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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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였는가의 질문도 해봄직하다. 처벌의 목적에 관한
논쟁 역시 결국은 이론들 사이의 ‘상대적’ 우월성의 문제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주제에 관한 법경제학자들의 주
장을 본격적으로 개관해보자.

2) 범의(mens rea): 행위로부터의 파생개념
가) 경제적 결과로서의 범의
먼저, 비난가능성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실제 형사정책에서

‘응용가능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의한 학자는 단 한 명도 없
었다는 Kaplow and Shavell(2002, p. 303)의 지적을 주목하고
싶다. 다음 소절에서 그들의 논의를 상세히 소개하기 이전, 비
슷한 맥락에서 제기된 다음 Hylton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형벌대상의 여부를 결정하는 ‘죄책성’의 주요 요소인 범의를
논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도덕 관련 개념들(language of

morals)’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Hylton의 결론이다.85)
범죄자의 의도는 각 국가의 형법체계가 억지하려는 행위들의
유형을 설명하고 묘사하는데 유익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절
대적 의미에서 ‘범의(criminal intent)’ 또는 ‘악의(bad will)’라는
도덕적 개념이 애초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그것을 기준하여 형
법으로의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
85) 물론 그의 논문 여러 곳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생각의 근본을 제공한 논
문은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처음으로
분석을 시도한 Posner(1985)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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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로 범의는 해당 ‘행위(conduct)의 경제적 속성’으로부터
파생된다는 시각이다.86)

Hylton은 처벌대상과 범의 사이에는 ‘연결고리기능(channeling
function)’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87) 즉, 우
리들로 하여금 형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행위를 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념이 바로 범의라고 그는 보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고리기능을 강조하는데, 그 논리전개의 방향이 법학
자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먼저
규명한 후 거기로부터 범의를 도출하고 있다. 환언하면, 특정
부류의 행위가 어떠한 경제적 속성을 갖는지를 면밀히 파악하
면서 형벌의 부과 여부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만약 정
당화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비로소 그 행위에 연결된 ‘범의’를 도
출할 수 있다는 명제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렇게 명백한 범의가
도출되면 형벌대상의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죄책성’을 충족시키
게 된다는 논리이다.

86)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1960년대 법학계에서 Hart(1968, pp.
133-134)는 ‘도덕적 죄책(moral culpability)’이 형벌의 필요조건도 아니고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점인데, 이는 본문의 Hylton의 주장과
중첩되는 면이 있다고 본다. 한편 Hylton은 범죄적 의도(criminal intent)
를 경제적 개념으로 설명한 시도가 이미 100여 년 전에 있었으며, 그 최
초는 Holms(1881, p. 74)로서 범의를 ‘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특정 미래
행위들이 발생할 확률의 지수(an index to the probability of certain
future acts which the law seeks to prevent)’로 정의했다고 한다. 즉,
고의성이 클수록 향후 해당 행위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보고 그것을
억지하려면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87) “[T]he doctrine of criminal intent serves a channeling function that

permits us to distinguish sorts of conduct in order to allocate
penalties appropriately” (Hylton, 2005,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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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범의를 행위로부터 범의를 파악하는
방식을 따르더라도 기존 형법에서 발견되는 여러 법리들과 일
관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Hylton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미
수에 그친 살인의 경우를 보자. 먼저 살인이라는 행위는 그 경
제적 속성으로 보아 형벌의 대상임에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극히 비자발적 수용이고 사회적으로 (-) 순편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살인으로부터 상대방의 목숨을 강
제적으로 탈취하려 했다는 범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
사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살인하려고 했던 행위에 연결된 범의
는 역시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미
수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특정 행위의 경제적 속성으로 미루어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개 어떤 것일까? Hylton(2005,

pp. 177-182)은 두 가지 예를 들어 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
째는 ‘항상 나쁜 효과를 주는 행위’로서,88) 사람들이 밀접한 지
역에서 극도의 부주의한 운전을 그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가령
만취운전이나 자신의 어린 자식에게 차를 운전시키는 것도 마
찬가지라는 것이다. 둘째는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 시장을 우
회(bypassing)하려는 행위’이다. 즉 지극히 강제적인 부의 이전
행위들이 이에 속하는데, 전술한 Posner 이론에서처럼 그는 폭
행이나 강간을 이 상황의 대표적 사례로서 설명하였다.
다음 이 두 가지 종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억지
88) 반면 위해한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의 순효과를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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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deterrence)’가 바람직하다고 먼저 주장한다. 가령 발
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시키고 행위를 허용하는 제재방식은

‘내부화(internalization)’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법 등에서 유
효하지만 형법에서는 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어 이 두 가지 종류의 행위로부터 각각 악의(bad

will)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도
출되는 악의를 ‘범의’라고 칭한다는 것이다.89) 요컨대, 범의는
애초부터 독립적으로 또는 어떤 상위개념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의 (경제적) 특성 및 결과로부터 ‘파생된’ 개념
임을 강조하고 있다.90)
주지하듯 전통적인 도덕론에 따르면, ‘행위  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범죄이다’라는 식으로 세상에는 자체적으로 그리고 독립
적으로 정해지는 범의들이 존재한다는 시각이 대체로 견지된다.
그리고 그  를 행하려고 한 사실 자체로 형벌이 정당화된다는

89) 상기 두 가지 종류의 행위(conduct) 군들로부터 각각 다른 종류의 범의를
일반적 수준에서 도출하고 있다 (Hylton, 2005, p. 183). 첫 번째 군의 행
위들로부터 도출되는 범의는 ‘타인에게 막대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점
을 잘 알면서도 특정 행위를 해버리는 무관심’이다 (“[I]ndifference toward

the welfare of others .... is inferable from facts indicating conditions
under which the offender should have foreseen or have been aware of
the enormous risks his conduct imposed on others.”) 두 번째 군의 행위
들로부터 도출되는 범의는 ‘자발적 거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타인의 자산을 강제로 뺏어버리려는 의도’이다 (“[Intent] to

expropriate or to force a change in endowments that could have been
arranged through a consensual transaction”).
90) Hylton 자신이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그러한 범의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유익할 것이라는 전
제가 그의 이론에 깔려 있다고 필자는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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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이어진다. 즉 그러한 악의에서 차이 내지는 서열이 있고
특별히 사악성이 큰 것은 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깔고 있
다. 이른바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범죄의 개념 차원에서 사용
되는 금지된 의도를 범의라고 보는 것인데, Hylton의 경제논리
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더불어 전술한 범의 도출 작업을 마친
후, Hylton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의도들을 직접적으로 겨
냥하여 범죄화가 결정되어 온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거듭 그
의 이론에서는 행위의 속성이 먼저이다. 따라서 범의를 행위로
부터의 파생개념으로서 해석하는 Hylton의 논리는 통상의 도덕
철학이론과 상당히 대조적인 사고방식임이 분명하다.
종합하면, 절대적 의미에서의 범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힘
든 상황에서 Hylton의 이 논리는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형사처벌에서 실제로 작지 않은 역할을 담당해온 범의의 존재
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예컨대 형사처벌 대상인 절도
나 강도와 연결된 범의를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 둘째, ‘범의
의 크기’를91) 측정하는 작업이 여전히 용이하지는 않으나 근본
적으로 행위 자체로부터 범의가 도출된다는 Hylton의 이론 틀
은 형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넓게 보아 후자의 유용성에 해당하는 법경제
학적 연구 한 가지를 간략히 소개한다.

91) Hylton은 자신의 논문에서 주로 ‘행위 유형별’로 존재하는 범의를 도출하
였으나, 필자 판단으로는 특정 ‘행위 내’ 존재하는 범의의 크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 여전히 판단의 핵심은 해당 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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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 법집행에서 범의크기의 체계적 반영 가능성
도덕론적 차원 또는 절대적 의미에서 범의를 정의하고 측정
하기 힘들다는 경제학자들 및 특히 Hylton의 견해에 필자도 동
의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비난가능성’에 기초한 범의를 형사
제재에 반영해왔다는 법학계의 주장 역시 완전히 부정할 수 없
다. 특히 전술한 대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범의를 자주 언급
하기는 하였으나 이론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이 사실상 매우 제
한적이었다는 Parker(1993)의 지적에는 귀기울일만한 가치가 있
다고 본다.

Parker의 지적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법경
제학적 논의의 효시가 되었던 Posner(1985)와 Shavell(1985)에서
도 범의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때 ‘범의가 있는’이라
는 용어는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등의 표현과
혼용되면서 ‘이미 획정된 범죄행위를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가
있었던’ 정도의 의미로서 주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경제모형에
서 범의의 역할은 다분히 ‘외생적’이었다고 평가한다.92) 하지만
형사처벌의 강도를 결정할 때 범의의 크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인식 하에서 Parker는 Becker(1968)로부터 시작되
어 Cooter(1984)를 거쳐 1990년대까지 여러 학자들의 노력을 거
92) “Instead, the previous literature has suggested that mens rea may

operate … exogenously to the economic model as a means of
identifying a class of behavior that is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p.
741; 강조 추가). 그런데 필자 판단으로는 ‘외생적’보다는 ‘이분법적’ 등이
본문에 나온 Parker의 문제의식에 더욱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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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그 이론화의 정립이 거의 완료되었던 특히 ‘최적법집행

(optimal law enforcement)’ 분야에서 범의의 역할이 매우 유익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법집행이론에서 묵시
적으로가 아니라 명시적인 요인(an explicit factor)으로 기능하
는 범의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범의가 어떻게 명시적 요인으
로서 작동할 수 있는지 간략히 검토해보자.
그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위반자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소요되는 정보비용(actor’s self-characterizing information

cost)’이다. 이 정보비용으로써 범의 내지는 고의성의 정도를 파
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위반자 입장에서 특정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모른다면, 행동을 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비용이 들 것이다. 반면 위반자가 특정 행위
가 범죄인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비용
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반행위자의 정보비용’이
적을수록 (즉 0에 가까울수록) 범의의 정도가 더 강하다고

Parker는 주장한다.93)
그 다음 Parker는 기존의 경제이론에서 발견되는 주장의 비현
실성을 강조한다. 가령 기존이론(예: Cooter, 1984)에서 범죄억
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처벌수준은 물론이고 그보다 높은
어떤 수준에서도 사회최적이 만족된다고 주장한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이는 완전정보 하에서 잠재적 범죄자들은 합리적

93) 따라서 여기서의 범의는 전통적인(즉,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행위자의 심리상태가 해당 행위를 얼마나 인지하고 또 의도하고 있었는지
를 가늠하는 ‘고의성’의 개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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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처벌수준이 그 최소한은 만족
시키는가 여부만 중요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억지력이
작동할 것이고 그래서 행위가 중단될 것이므로 처벌을 아무리
높게 한다고 공표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된다. 실제로는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는 이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이론에서는 그 최소한의 수준을 초과하는 모든 처벌
수준에 대하여 위반행위자의 반응이 동일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하지만 Parker는 제재수준마다 위반행위자의 정보비용이 다를
것이라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오염물질 방출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사형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의 상당수는 법위반을 확실히 하지 않기 위하여 단지 극소량의
오염물질만 방출할 것이다.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사형의 위험
을 감안하여 아예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 및
집행기관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
예방에 소요되는 잠재적 위반자들의 비용이 매우 크게 된다. 따
라서 결국에는 ‘과도억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경
제이론이 예측하는 결과가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범죄라는 사
실을 인지하는데 해당 위반자에게 매우 높은 정보비용이 소요
되고, 그 경우에 해당하면 처벌을 경감한다거나 극단적으로는
면책까지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보충적으로 작동한다면 원
래 경제이론이 추구했던 법집행의 최적성을 복원할 수 있을 것
으로 Parker는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Parker(1993, pp. 774-77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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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최적법집행’ 모형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듯 Becker(1968) 이론의 핵심은 적발확률
과 처벌강도의 곱인 ‘기대처벌수준’을 해당 행위의 ‘사회피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Parker의 아
이디어는 행위자마다 다른 분포를 갖는 범의, 즉 전술한 ‘위반자
의 정보비용’이라는 그 대리변수를 기대처벌수준에 명시적으로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가령 위반자 정보비용이 0에 가까울수록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반대로 정보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요컨대 상이한 정보비용에 따라 개인의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 Parker 논문에서는 특정 유형의 행위
내에서 결정되는 범의의 크기를 논하고 있다. 가령 일정 수준
이상의 독극물 방출에 대한 범죄화 여부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전제한다. (반면 앞서 Hylton은 범죄화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논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제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행위자들마다 다른 수준을 보이는 범의의 크기를 기존의
집행모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면 최적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하
다는 사실을 보였다. 결과적으로는 ‘범의와 처벌수준’이 연동되
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
된다. 예를 들어 본장의 모두에서 소개한 예와 같이 법이 금지
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은폐노력으로써 담합행위를 한 자들에게는 과징금에 더하여 (설
혹 자산불충분성 문제가 전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현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Parker의 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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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그들의 범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본 소절에서는 먼저 경제학적 입장에서도 범의는
형사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범
의가 어떤 절대적 도덕적 기준으로부터 결정되었기보다는 사람
들의 행위 자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파생개념이며 그 과
정에서 행위의 경제적 속성이 중요하다는 Hylton의 논리를 먼
저 검토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도덕철학이론과는 상당히 대조적
인 시각이라는 점도 부각되었다. 이상의 큰 시각 하에서 범의를
실제 법집행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음 소절에서는 도덕철학에 근거한 응보론
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철저히 경제학적 시각으로부터 수행
해본다.

나. 처벌과 경제적 후생
1) 후생의 입장에서 본 기본분석틀
처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법철학에 기반을 두었던 응보론이
나름대로의 설명력을 갖지만 동시에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까지 여러 번 지적한바 있다. 본 소절에서는 이 점을
한 단계 더 부각하기 위하여 특히 후생경제학의 입장에서 처벌
의 목적을 자세히 고찰한 Kaplow and Shavell(2002, 이하 KS)의
주장을 소개한다. (최소한 필자가 보기에) 이 저서는 형법제도
및 형사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법철학에 기반을 둔 규범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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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경제학적 입장에서 가장 넓게 그리고 심도 있게 분석한 문
헌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KS의 기본 분석틀을 간략히 소개한다. 총 14장으로 구
성된 이 저서의 핵심은 법제를 평가하고 구상할 때 구성원의 후
생(welfare)이 전적으로(exclusively) 핵심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기존 법학계의 접근방식을 보면 법제를 평가할 때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 공정성 개념이 법
제마다 다양하게 그리고 임의로 정의된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
기한다.

예를 들어 민사적인 불법행위법에서는 ‘교정정의

(corrective justice)’가, 형법 관련해서는 ‘응보주의(retributivism)’
가 공정의 잣대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KS는 법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공정성 개
념들보다는 모든 법 분야에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후생이라고 주장한다.94) 이렇게 되
면 개인이 갖는 ‘공정성에 대한 선호(a taste for a notion of

fairness)’까지도 후생 속에 한 요소로 포함된다.95)
94) “Our central claim is that the welfare-based normative approach should

be exclusively employed in evaluating legal rules. That is, legal rules
should be selected entirely with respect to their effects on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in society.” (KS, p. 3).
95) KS는 개인의 후생이 얼마나 많은 요소(component)들을 포함하는지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편의시설들은 물론, 개인이 스스로에게 추구하는 가치, 다른
이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등등 개인이 가치를 두는 사회규범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이 아끼는 사람이나 재산 등에 미치는 피해나 불편함 등 꺼려하거
나 싫어하는 부분들도 후생함수 속에 물론 포함된다. 불확실성이나 위험과
관련된 부분도 고려된다. 나아가 본고의 주제와 관련되어 중요한 요소인 공정
성에 대한 선호 역시 개인의 후생에 반영된다 (KS, pp. 19-21). 물론 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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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39)는 특히 공정성의 개념은 ‘그 숫자가 너무 많고 내
용도 다양하다는(so many and varied)’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
서 이 공정성 개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지지를 받아온 것은 보통사람들의 일상생
활에 주요한 지침을 주는 사회규범(social norms)과 밀접한 연
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KS, p. 62). 이런 맥락에서 공
정성은 법제를 평가할 때 분명히 유용성을 갖지만, 개인의 후생
함수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다른 요
소들과의 상충효과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후
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는데, 이
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96)

KS의 기본 분석틀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가능하다. 사회규범
은 우리의 가치판단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므로 후생의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그리고 공정성 개념은 사회규범과 밀접
한 관계를 갖는다. 즉 공정한 행위에 대한 뿌듯함 또는 불공정
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은 결국 선호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선호들이 사회규범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학 및 범죄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흔히 공정성 또는 정의로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후생을 모두 합하여 사회
후생함수를 도출하는 통합과정이 필요하다 (KS, p. 26).
96) “In sum, we would expect that notions of fairness, which correspond

to social norms, will sometimes serve as helpful proxy tools for
identifying legal rules that raise individuals’ well-being, but we would
also predict that there often will be an important divergence between
rules that promote fairness and those that advance well-being.” (KS,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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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라고 불리는 개념은 확실히 경제학의 후생 개념에 포함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KS, p. 78).97) 그런데 법제의 목적이나
집행정도를 결정할 때 개인의 후생함수에 포착되는 선호들이
다양하므로 공정성과 후생 사이에 항상 고정된 비례관계가 존
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적인 예가 위법행위자를 징벌함
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예산지출(세금)증가로 인한 다른 소비의
감소로 나타나는 기회비용이다. 따라서 법을 판단할 때 공정성
이 대략적으로는 좋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유일하고 온전한 잣
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처벌의 목적: 응보론에 대한 후생경제학적 비판
이상의 기본분석틀 하에서 KS는 저서의 제6장(pp. 291-378)
에서 처벌을 다룬다. 후생의 차원에서 볼 때 처벌의 주된 목적
은 ‘위해행위(harmful activity)를 감축’하는데 있다고 상정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게 ‘억지’와 ‘격리’가 존재
한다고 하여, 재활 부분만 제외하면 기존 법학계의 논의와 정확
히 일치한다.98) 그런데 이 감축의 목적에 수반되는 법집행의 지

97) 본 책자를 읽어준 한 논평자는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개념을 경제학의
후생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은 후생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동어반복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었다. 필자
역시 이 경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다만 개념적으로 보아 (사회후생함
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다른 결정요인들과 함께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나
아가 일관된 양태로써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KS
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다.
98) 격리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논의전개는 여전히 억지에 두고 있다. 격리
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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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처벌된 자의 비효용이라는 기회비용 부분도 함께 고려하
고 있다. 물론 정당한 처벌에 개인들이 갖는 여러 선호도 후생
함수 속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령 위해행위를 저지른 자가 제대
로 처벌되지 않을 때 독자적으로 응징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나,
제대로 처벌되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도 이에 포함된다.
이제 KS는 처벌과 관련된 공정성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 분야
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응보론적 정의(retributive

justice)’ 즉 응보론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개념으로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죄를 지은 자가 고통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자체
로 선이 되며, 정의와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벌이라는
제도가 정당화된다”는 Benn(1967, p. 30)의 주장을 소개한다. 나
아가 전절들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의무론적 내지는 적극
적) 응보론은 일반적으로 ‘비결과주의자(nonconsequentialist)’적이
라는 사실을 KS는 강조한다. 즉,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적절한 형
벌의 수준이란 행위 자체에 기반으로 두고 정해지는 것이며, 그
러한 행위가 개인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나 그런 행위를 처벌함
으로써 향후 얻어지는 결과 등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로부터 KS는 처벌과 관련하여 응보
론적 정의가 궁극적인 정책목표로서 자리 잡기 힘든 이유들을
규명해낸다. 우선 KS가 지적한 실질적 법집행에 있어서 발견되
는 응보론의 네 가지 단점을 간략히 살펴보자.99)
99) 참고로 이렇게 단점들을 지적한 후, 제6장에서 그래도 응보론이 사회규범
과 연관된 중요한 원칙을 제공한다는 점을 KS는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응보론적 입장이 비록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응보론자 중에서도 응보 및 억지를 동시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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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앞서 잠시 소개한 대로)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은 관련
논의를 할 때 살인이나 강간 등 주로 대표적인 흉악범죄의 예를
들지만 정작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잘못된 행위(wrongful

behavior)’의 실질적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KS,
p. 304). 반면 후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벌대상을 더 명확히
획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후생을 낮추며 동시에 국
가에 의한 형사처벌로써 가장 편리하게(usefully)100) 통제되는
행위’라는 Bentham(1781, pp. 309-323)의 설명을 요약하면서,
살인과 강간은 이 그룹에 해당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KS는 기타 상징적 흉악범죄들이 아닌 그 밖의 위해
행위들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설사 처벌대상의 여부는 안다고 하더라도 ‘잘못의 정도

(degree of wrongfulness)’를 알아야 제대로 법집행을 할 수 있
는데 응보론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KS, p. 305). 이는 본장에서 필자가 수차례 지적한대로, 행위의
비난가능성 혹은 심각성에 비례하여 처벌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는 응보론의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의
하는 혼합된 견해가 꽤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억지 논의에서 응보
론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후 논의에서는 수치를 이용한
예제를 통해 억지 측면에서 응보론과 후생경제론의 차이를 도출한 후, 후
자가 억지를 설명하는데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보인다. 또한 심지어 공정
성의 설명에서도 우월하다는 점을 보인다. 이어 응보론의 주요원칙들과 사
회규범의 연관성을 후생경제론 차원에서 재논의한다.
100) 물론 이 저서에서 ‘가장 편리하게’ 통제되는 행위들이나 그 조건들을 구
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술된 Shavell의 논의나 후술될 법
경제학 논의에서 그 조건들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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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KS는 범죄의 특성이 하나가 아니라 대개 다중적이므로
비난가능성을 산정하기 위한 단일 분모가 필요한데 응보론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반론한다. 반면 해당 범죄가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도 후생이라는 ‘단일 단위(metric)’
를 사용함으로써 가령 폭행과 절도의 심각성을 개념적으로 용
이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행위의 빈도가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사회후생을 더욱 크게 손상시킬수록 심
각성, 즉 죄책성이 크다는 KS의 믿음이 깔려 있다고 본다.
셋째, 설사 잘못의 정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법집행을 위해서
는 이제 ‘처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응보론에
서는 이 작업을 하기 힘들다는 비판이다. 전통적 의미의 응보론
에서는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잘못과 처벌 사이에 대체로 1:1의
관계를 상정하지만, 전자를 후자의 단위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없기 때문이다 (KS, p. 306).101) 반면 후생이론을
사용하면 후생손실을 (금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벌금 또
는 금고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102)

101) 필자 판단으로 보아 KS는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의무론적 응보론’을 논의
하고 있다. 주지하듯 20세기 후반 이 처벌로의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등장한 것이 ‘경험론적 응보론’이었다. 그러나 이 경험론적 응보론
역시 처벌로의 전환 작업에서 범죄들 간의 상대적 서열에 의존하고 있으
므로 이 KS의 비판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사료된다.
102) 여기에는 후생을 금전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저
자들의 믿음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한편 그들의
후생함수를 사용하면 전환비율이 1:1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후생함수에는 소득, 세금, 법집행메커니즘 등 여
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처벌수준의 한계
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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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범죄화 여부, 심각성 측정, 처벌로의 전환이라는 위 세
가지 문제점 이외에도, KS(pp. 308-311)는 처벌과 관련된 각종
오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처벌대상이나 처벌
수준을 틀리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필자 판단으로 이 오
류의 문제는 경제적 접근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일소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 문제점이 응보론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
각하다고 보는 듯하다. 오류를 줄이려면 그만큼 지출을 더 해야
하는데, 응보론에서는 어느 수준의 오류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3)
종합하면, 이상 네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최종답변 혹은 개념
적으로나마 그 답변을 구하는 방식이라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응보론의 핵심인 ‘공정한 처벌’에 대한 개념화는 극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KS는 규정한다. 그렇다면 응보론은 실제 법집행
에 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론이 제시하는 ‘규범적
기초(normative foundation)’도 흔들린다고 결론 내린다.104)

103) 역시 저자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반면 후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류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효용을 오류감축비용과 비교함으로
써 최적 수준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오류로 진범을
놓쳤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각종 피해나, 반대로 무고한 이가 처
벌당했을 때의 억울함 등을 모두 합한 후 그것을 줄이기 위한 비용과 비
교함으로써 원하는 오류 허용치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 예산투입을 결정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104) “In the absence of either satisfactory conceptual answers to these

questions or even a sense of how such answers might be derived,
the retributive conception of fair punishment is seriously incomplete.
Furthermore, the substantial incompleteness of retributive theory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the normative foundation for the theory,
a problem that assumes great significance when one attempts to

제Ⅱ장 범죄와 형사처벌: 기존이론의 개관 및 경제학적 접근방식의 기초

169

이어 KS는 처벌의 결과와 관련된 추가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형법학에서 응보에 기초했던 공정성 개념에 존재하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응보이론의

‘내적일관성

(internal coherence)’ 차원에서 또 다른 불완전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KS(pp. 311-316)는 지적한다. ‘행위유형’을 중시하여 처
벌을 결정하지만 정작 처벌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
는 개념 때문이다. 살인을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만, 그 결과로서 향후 살인의 빈도수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요컨대 응보에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일
정 수준의 억지효과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응보론은
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침묵한다. 하지만 얼마나 억지되는가는
기실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나아가 전술한 대로 응보론자들은 실제 법집행의 ‘결과’로서
항상 발생하는 오류와 그로 인한 불공정한 취급에 대해서도 별
언급이 없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간 범죄자나 무고하게 처벌받
은 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면 응보론이 천명하는 공정성은 크
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KS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거듭
이들은 이론의 규범적 평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후생
에 기초한 이론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관한 사항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후생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응보만을 절대적으로 간주하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의
후생도 ‘혼합하여’ 관심을 두는 응보론자(특히 형사정책전문가)
compare the theory’s merits to those of welfare economics.” (KS, pp.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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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과거 종종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연유했을 것
이라는 추측을 해보면서 KS는 ‘결과’ 측면에 미흡한 응보론에
대한 논의를 일단 마무리한다.105)

3) 예제를 통한 응보론과 억지론의 비교
전술한 대로 응보론자들 중 일부는 분명히 억지의 결과를 함
께 고려하고 있다. KS(pp. 318-352)는 응보론과 후생경제론
둘 다 ‘억지의 측면’을 일정 수준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각
이론이 제시하는 설명력의 우월성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위하
여 몇 가지 간략한 수치예제들을 검토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
여 필자가 임의로 예제번호를 붙여 설명해본다.106)

[예제 1: 기본상황]

기본가정들로서, 특정 행위가 100만큼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행위자는 100보다 (훨씬) 작은 편익을 얻는다. (따라서 가령 전
술한 Hylton의 주장대로 이는 범죄화하기에 합당하다.) 이 행위
자가 검거되어 처벌받을 확률, 즉 ‘적발확률’은 0.25이며, 처벌강
105) KS(p. 314)는 혼합적 응보론을 이미 19세기에 Bradley(1876)로부터 발견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Armstrong(1961), Fletcher(1978), Bonnie et
al.(1997) 등에서 꾸준히 개진되었다고 소개한다.
106) 참고로 KS는 논의의 편의상 이하의 예제들에서 ‘공정성에 대한 선호’를
후생함수에 별도로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예제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KS(pp. 363-364)는 설사 그 선호를 포함시켜도 자신들의 주요
논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해당 범죄가 매우 극악한
경우에는 후생함수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결국 추가적인 법집행자원
의 투여가 사회구성원의 후생을 오히려 높인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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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1씩 올릴 때 2만큼의 공적 처벌비용이 소요된다. 우선 전
통적 응보론에 근거한 소위 ‘공정한 처벌수준(fair punishment)’
은 피해크기와 같은 100이다. (따라서 처벌받는 개인이 느끼는
비효용도 100이다.) 반면 후생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처벌수준은
적발확률을 반영한 기대처벌이 100으로 형성되는 400으로서 응
보론에서는 ‘불공정 처벌(unfair punishment)’로 규정할 것이다.

‘공정한 처벌’ 하에서는 기대처벌수준이 25이므로 해당 행위
로부터의 편익이 25를 넘는 사람들은 행위에 옮길 것이다. 그러
한 사람이 1,000명 있다고 가정하면, 적발확률이 0.25이므로

250명이 처벌받을 것이다. 공정한 처벌 하에서는 100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가 1,000번 발생할 것이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

100,000이 발생한다. 또한 앞의 가정대로 100만큼의 처벌이 250
명에게 부과되므로 25,000만큼의 비효용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
처벌을 위해 개인당 200의 공적 처벌비용이 소요되므로 50,000
만큼의 세금이 징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로 인한 총사회비
용은 175,000이다.
한편 응보론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처벌’인 400을 사용하면

(불완전 정보 등 다른 제약조건들이 없는 한) 기대처벌수준이
100으로 되어 아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따라서 발생하는
피해가 일단 없고, 처벌받는 이가 느끼는 비효용도 없을뿐더러,
처벌비용도 소요되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후생이론에
입각한 처벌수준이 억지의 측면에서 (그리고 후생 면에서도) 우
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7) 만약 응보에 억지를 ‘혼합하여’
고려하는 응보론자들의 입장을 절반씩 반영하여 처벌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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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의 방식을 이용해보면 여전히
후생론에 기반을 둔 처벌수준이 우월하다는 점을 KS는 강조한
다.1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이 비례해
야 한다는 응보론의 원칙 자체는 후생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법
원에게 ‘가장 정교하지는 않지만 일면 대략(crude)의’ 지침을 제
공한다는 점을 KS(p. 328)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처벌을 통해
이루어지는 억지의 가치는 피해가 클수록 증가할 것이므로 설
사 처벌비용이 높더라도 피해방지를 위해서 그 비용을 감당하
는 것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피해정도와 처벌수준이
무관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극단적으로는 매우 위해한 행위에

107) 이 예제에서는 범죄로부터의 사적 편익이 피해보다 명백히 작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가령 굶주려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빈 오두막에서 절
도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한 소득의 재분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범죄로부터 얻는 편익을 사회후
생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본문에
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설령 포함시킨다고 해도 본문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KS, p. 320).
108) 물론 후생론 하에서 최적 처벌수준은 오히려 피해보다 작아지거나 때론
0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처벌을 부과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다지 피해가 크지 않은 행위가 형벌이 없을
때 가끔 발생한다고 하자. 또한 이러한 행위자를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처벌수준을 피해와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형
벌을 부과한다면, 이는 오히려 열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자산불충분성 등으로 인하여 억지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마련
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시민들은 처벌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세금의 부담
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낮은 수준의 피해를 가끔 입는 것이 더 낫다고 생
각할 수 있다 (KS, p. 328). 요컨대 여건이 바뀔 때마다 후생을 극대화
하기 위한 최적 억지수준이 가변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KS는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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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낮은 수준의 처벌을 부여하고 별로 위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매겨질 수 있다. 그렇다면 더 해
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과소억지, 덜 해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과
다억지가 이루어진다. 전자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니는 억지를 제
대로 하지 않아서, 그리고 후자는 처벌비용을 정당화하지 못하
는 억지를 한다는 점에서 후생을 낮추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응보론의 ‘비례성 원칙’이 후생경제론이 제시하는 원칙
과 일정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109)

[예제 1-1: 사회구성원별로 상이한 후생 및 비례성원칙]

이어 KS는 [예제 1]에서 비용 및 피해가 상이하게 발생하는
그룹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아도 여전히 후생경제론이 제시
하는 처벌수준 400이 이른바 공정한 처벌 100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인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 그룹이다. 100을 사용하
면 전술한 대로 1,000건의 범죄가 발생하므로 100,000의 피해를
입으며 동시에 250명 범죄자의 처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0,00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400으로 처벌하면 피해나 처
벌비용이 야기되지 않는다. 둘째, 공정한 처벌 100을 사용할 때
처벌되는 범죄자 그룹이다. 앞서 가정한대로 100만큼의 처벌이
109) 나아가 KS(p. 329)는 응보론의 비례성 원칙이 일찍이 법경제학에서 주창
되어 온 ‘한계억지론(marginal deterrence)’과 일맥상통하다는 측면도 설
명하고 있다. 이렇게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KS가 응보론에 대
하여 비판적인 이유는 응보론이 근본적으로 처벌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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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에게 부과되므로 그들은 25,000만큼의 비효용을 느끼게 된
다.110) (반면 400을 사용하면 이러한 비효용이 발생하지 않는
다.) 셋째, 100만큼 사용할 때 처벌을 회피하는 범죄자 그룹이
다. [예제 1]에서 범죄로 인한 범죄자의 편익은 사회후생 계산에
서 제외하였으나 이제 포함시켜 보면 750명의 범죄자는 (+)의
편익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 400을 사용하면 완적 억지로 인
하여 범죄자들에게 그러한 편익이 없다.)
이상의 결과에 미루어 공정성의 취지 아래 100을 사용하면
편익을 얻는 그룹은 처벌받지 않는 오로지 범죄자 그룹 밖에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그룹들이 받는 피해는 이
들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들의 총편익을 능가한다. 반면 400을
사용하면 어느 그룹의 효용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응보론에서
공정하다는 처벌수준 100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결론도 가능
해진다고 주장한다.111)
110) 만약 범죄로부터의 범죄자 편익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총비효용은 다
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대로 필자는 범
죄로부터의 사적 편익은 대개 단순이전에 불과하므로 사회편익으로 계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
111) 또한 KS는 [예제 1]에서 다룬 범죄행위 말고 200의 피해를 야기하는 추
가 범죄형태가 존재하는 경우도 검토하였다. 편의상 적발확률이 1이라고
가정하였으므로, 응보론과 후생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처벌수준은 둘 다
200으로 된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응보론의 경
우 이제 피해의 크기에 비례하여 형벌이 부과된다. 반면 후생경제론 하
에서는 100의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400을 그리고 200의 피해를 주
는 행위에 대해 200만큼의 형벌을 부과하므로 외형상 비례성을 위반하
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이한
적발확률을 고려한 결과로서 ‘기대처벌수준’으로 비교해보면 상반된 해석
을 할 수 있다. 응보론은 각각 25와 200이며, 후생경제론은 각각 100과
200이다. 따라서 응보론에서 주창하는 액면 그대로의 비례성 원칙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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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불완전 억지]

[예제 1]에서처럼 응보론의 공정한 처벌 100으로는 여전히
1,000건의 범죄가 발생하는데, 40명의 범죄자는 (적발확률 정보
에 대한 착오 등으로) 어떤 처벌수준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야
마는 소위 ‘불완전 억지(incomplete deterrence)’ 상황을 KS는 검
토한다. 적발확률은 계속 0.25로 가정한다.
먼저 이른바 공정한 처벌 100을 사용하면 전과 같이 100,000
의 범죄피해, 25,000의 비효용, 그리고 50,000의 공적 처벌비용
의 합계인 175,000의 총사회비용이 발생한다. 이제 400을 사용
하는 경우를 보자. 가정한대로 처벌수준이 400이 되더라도 [예
제 1]과는 달리 40명의 범죄자는 늘 생기므로 4,000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들 중 25%인 10명은 처벌받게 되어 (범죄자 일인
당 비효용은 처벌수준과 동일하므로) 4,000의 비효용 및 (한 번
의 처벌당 800의 비용이 소요되어) 8,000의 처벌비용이 발생한
다. 따라서 16,000의 총사회비용이 발생하지만 175,000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이다. 결국 ‘불완전 억지’ 상황에서도 후생론에
기반을 둔 처벌수준이 우월하다는 점을 KS는 강조한다.

[예제 3: 무고자의 처벌]

[예제 1]에서와 같이 처벌수준 100에서 1,000명이 범죄를 저지
르고 250명이 붙잡혀 처벌받는다.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서 250
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후생에 대략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
발확률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면 사회후생의 최대화는 결코 담보하지
않는다 (KS,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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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중 10%인 25명이 무고한 자라고 하자. 즉, 처벌오류율이

10%라고 하자. 우선 400의 처벌 하에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
으므로 무고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후생론에 기반
을 둔 처벌수준의 우월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반적
으로 범죄의 억지효과는 무고한 이가 처벌받는 억울한 상황도
억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화된 가정들 하에서는 처벌수준이 400일 때 범죄

0건이라는 완전억지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부 무고한
사람이 괜한 400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을 묘사하기 위해 가령 [예제 2]의 상황에다 가정 하나를 추가해
보자. 처벌수준이 400일 때 어쨌든 40명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중 25%인 10명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중 처벌오류율

10%이므로 1명이 무고한 사람일 것이다. 반면 만약 소위 공정
한 처벌 100을 사용하면 250명의 범죄자중 10%인 25명이 무고
한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후생론에 기초한 처벌수준은 무고자
의 처벌 빈도를 훨씬 줄인다는 면에서 또 다른 우월성을 갖게
된다.
무고자의 처벌이 심대한 부작용을 갖는다면, 때로는 400보다
낮은 처벌을 하는 것이 후생론에 근거해볼 때에도 오히려 바람
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처벌수준을 낮춤으로써 야기
되는 억지효과의 감소분’과 ‘무고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때 생
기는 비효용의 감소분’의 상대크기(절대값)에 의해 결정될 것이
다. 전자가 후자보다 작다면 처벌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이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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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울 정도의 법집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날 때
에도 처벌수준을 낮추는 것이 정당화된다.
주지하듯 [예제 3]의 논의에서는 ‘무고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때 생기는 비효용(즉, 사회비용)’이 ‘범죄자가 처벌받을 때의 비
효용’보다 더 크다는 가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에
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당사자의 비효용(400)은 물론 이에 더하
여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연민, 그리고 향후 자신도 그러
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염려 등이 비효용 항목들로서 추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112)

4) 함의 및 추가 논의
이제까지 ‘억지의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응보론과 후
생경제론이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각 이론의 상대적 우
월성을 몇 가지 예제들을 통하여 검토해보았다. 가장 단순화된
상황을 전제할 때 응보론이 제시하는 ‘공정한 처벌수준’을 사용
하면 억지효과는 물론 사회후생을 낮추며, 그룹별로는 오히려
범죄자 그룹의 효용만을 높일 수 있음을 보았다. 좀 더 현실을
반영하여 처벌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범죄는 늘 발생하
게 되는 ‘불완전 억지의 상황’ 및 ‘무고한 자를 잘못 처벌하는
상황’에서에서도 여전히 후생론에 입각한 처벌수준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거듭, 공정성에 대한 순수 응보
112) 나아가 진범 대신 무고자를 늘 처벌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들은 적발
확률은 0.25보다 낮게 인지하여 억지효과가 희석되는 부분도 감안한 것
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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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해석은 일정 수준 사회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
만, 다른 상식적 의미에서는 오히려 불공정성을 야기하며 궁극
적으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나서 KS(p. 363)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보론이 꾸준히 지지받는 이유를 탐구한다. 한 마디로 보통사람
은 ‘응보욕구(desire for retribution)’를 자연적으로 갖는다는 것
이 저자들의 답이다. 즉, 인간은 자라나면서부터 이 같은 본성
을 가지므로 그에 근거하여 공정성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일정
수준의 설득력을 갖는다는 해석이다. 물론 앞서의 예제들에서는
공정성이 후생함수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만약 이
응보에 입각한 공정성을 사회규범 요소에 포함시킨다면 응보와
그에 입각한 처벌이론이 후생경제학적으로도 그 일관성에 대하
여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령 미
디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알게 된 극악한 아동성폭력자를 처
벌하기 위하여 (많은 숫자의 다른 범죄자들에 비하여) 훨씬 높
은 수준의 경찰력과 검찰력이 동원되는 현상은 억지력 이외에
도 구성원의 응보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동기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법집행정책의 차원에서 응보론에 입각한
처벌수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최적이 아니라는 이전의 주장으로
저자들은 이내 회귀한다. 응보욕구를 후생함수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과 최적처벌수준은 다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후자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중요 요소이나 결코 ‘독립적
인 평가원칙(independent evaluative principle)’이 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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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강조한다 (KS, p. 371). 거듭 모든 사회마다 구성원들의
행동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사회규범이 존재하고 응보는 사
회규범을 형성하는 한 요소라고 해서, 응보가 형사정책의 전부
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응보론은 범죄가 벌어진
이후 해당 범죄자의 처벌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추는 ‘사후적(ex

post) 이론’인 반면, 후생경제론에서는 해당 범죄자는 물론 잡히
지 않은 범죄자, 향후 잠재적 범죄자, 그리고 다른 사회구성원
의 유인까지 고려하여 처벌수준과 적발확률 등을 결정하므로
한층 종합적인 이론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KS, p. 372).
저서의 마지막인 제9장에서 KS(pp. 465-467)는 공정성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결론을 맺는다. 형벌이론에서 공정성의
개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응보론은 범죄자의 행위 자체
에만 초점을 맞출 뿐 특정 형벌수준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구
성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이론의 협소성이 강하다. 반대로 처벌의 문제를 후생의 입장에
서 접근하면 여러 질문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답변
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분히 기능주의적 역할을 하는
사회규범이라는 큰 잣대 안에 전통적인 공정성 개념도 포함된
다는 점을 인정한다. 물론 응보는 공정성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의 후생을 결정하는 요인
은 매우 다양하므로 응보만을 가지고 처벌의 목적 및 수준을 논
의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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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억지론 대 응보론: 종합
살인, 강간, 강도를 범했을 때는 물론이고, 가령 증권시장에서
대규모의 시세조종을 했다면 주가조작에 아무리 막강한 재력가
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피해자들에 대
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113) 따라
서 이는 해당 행위에 있던 ‘죄책성에 대한 처벌’이다. 즉 자산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형사제재를 통하여 국가가 징
벌하겠다는 의도이다. 당연히 이때의 형사제재는 특유의 (그리
고 제III장에서 후술되듯이 경제학적으로 보아 순기능을 갖는)

‘선언적 기능(expressive function)’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민사 또는 행정제재에 대한 완전 대체수단은 결코 아니
다.114) 바로 이 점에서 전통적인 법철학과 법경제학이 의견의
113)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되듯이 현재 범죄화되어 있는 위해행위들의 상
당부분은 일단 범죄발생 후 ‘완전한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114) 우선 손해배상액 1억 원, 과징금 1억 원, 및 벌금 1억 원은 실질적으로
각각 상이한 처벌강도를 갖는다는 점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별 이의가 없
으리라 본다. 따라서 원칙상 이 차이를 감안하여 세 가지 금전적 제재를
한 가지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징역형에 대해서 연관된
각종 기회비용과 비효용을 감안하여 벌금(또는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액)
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역시 원칙상 할 수 있을 것이다. 가혹한 폭행, 조
직적 시세조종 등을 범한 자에게 자산불충분성의 문제가 설사 없다고 하
더라도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의 제재수단에 그치지 않고 형사적 제재수단
을 부과하는 이유는 본문의 ‘선언적 기능’과 연관이 크다고 판단한다. 그
가 갖고 있는 이미 높은 수준의 자산효과 때문에 민사적 및 금전적 제재
가 주는 비효용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언적 기능으로 인한 사회적인 낙인 및
자유의 구속효과까지 수반하는 (특히 비금전적) 형벌이 그에게는 더욱
효과적으로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다. 참고로 이는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고정적인 비율로 금전화시킬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전제하는 Polin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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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보일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런데 그 ‘처벌의 목
적’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그리 값나가지 않
는 물건을 탈취하기 위한 강도행위라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의
형법에서는 금지된다. 즉, 남의 재산을 허락받지 않고 강제적으
로 수용하려는 범의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재물손괴도 마찬가지이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전통적인 도덕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켜야 할 사회
규범에서 일탈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에서 형벌을 부과할 것이다. 요컨대 나쁜 짓
한 정도만큼 똑같이 고통받아야 한다는 논지이다. 그리고 그 처
벌의 정도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갖는 도덕감정에
의해 결정되며, 이 과정을 공정성의 실현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바로 ‘응보론’에 해당한다.
둘째, 처벌에 대한 법경제학자의 입장으로서, 지극히 강제적
인 부의 이전과 같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믿음으로부터
생긴 목적을 상정할 수 있다. 만약 소소한 강도라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믿음이 훼손되고 향후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
를 초래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범의를 막겠다는 취
지가 깔려 있으므로 처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억지론’이다.115)
and Shavell(1984) 및 그 전통을 따르는 여러 후속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사람들마다 그 환산비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그 환산비율이 선형관계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모든 피고인에
게 고유한 관련 정보 획득은 법원에게 매우 힘든 작업이다.
115) 앞에서 본대로 Kaplow나 Shavell 같은 학자는 후생극대화의 목적 차원
에서 처벌을 다루었는데, 이는 아마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이론
일 것으로 필자는 파악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출현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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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치의 훼손은 강도의 피해당사자나 그 소식을 접한 이웃사
람들을 넘어서는 ‘범사회적이고 동태적인 피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환언하면 ‘확장된(extended) 피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에 근거하여 처벌의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그 행위를 억지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형사처벌이 결과적으로 ‘죄책성’에 대한 국가의 징벌
이라는 점에서 두 접근방식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그 처벌
의 ‘목적’(즉, 응보 대 억지)에 대해서는 매우 큰 차이점이 존재
하기에 처벌의 ‘산정기준’ 등 많은 법집행원칙들도 달라진다. 전
자는 해당 행위에 가해지는 도덕적 ‘비난가능성’만큼 처벌하려
고 할 것이다. 후자는 해당 행위가 당사자에게 야기한 직접적인
것은 물론 확장된 ‘피해’라는 기준에 기타 적발확률 등의 사항들
까지 감안하여 처벌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비난가능성이나
총피해 역시 실제로 계산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일부 현실적으로도 후자에 대한
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사료된다.116)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억지효과를 위시하여 사회후생함수에 포함된 다
른 항목들(예: 소득, 세금에 대한 비효용, 응보욕구 등 무수한 개인들의
선호도 등)까지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임에 틀
림없다. 가령, 특정 범죄에 대한 벌칙의 최적수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
에서 금고형을 늘릴 때 수반될 세금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감소가 전
체 후생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앞서 소개한 KS의 예제들에서도 피해의 억지는 압도적
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다음 장에서 억지를 주요
목적으로 상정하고 종합하게 될 법경제학적 논의 일반은 응보론보다는
논리의 일관성에서 앞서고, 후생이론보다는 (정치성이 덜할 수 있으나)
현실 유익성이 높은 접근방식이라는 잠정적 평가를 미리 해본다.
116) 자세히 후술 되는대로 최적 처벌의 정도는 이 가치의 훼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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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절에서 논의된 억지론은 법경제학적 이론이었다. 한편
전술한 대로 대체로 비슷한 생각이 이미 법학계에서도 존재했
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이 갖
는 주요 목적으로서의 억지론이 20세기 중반 이후 20여 년 동
안 부각되어왔다는 것이 물론 통설이지만, 미 대법원이 이미 그
훨씬 이전에 이러한 사고를 판결에 반영하였다는 주장도 있
다.117) 그러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시의 억지론에는 여러 종
류의 무리함이 있었고 20세기 후반부에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응보론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음은 이미 소개한 바와 같
다. 하지만 법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 응보론 역시 이론 및
실무적으로 여러 단점들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
피해뿐만 아니라 법집행당국의 자원배분 형태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다. 거듭 이 피해를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가령
Kaplow and Shavell의 주장처럼 이론적으로는 훨씬 체계적이고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작업이다. 그런데 필자는 현실적으로 보아도 이 작업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강도행위가 허용되지 않

는 안전한 사회에서 사는 대가로 당신의 소득에서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즉, 경제학의 ‘균등변량(equivalent variation)’의 개념에 해당)
또는 “당신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강도가 발생해버린 점에 대하여 얼마
를 보상해주어야 허용되지 않던 예전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느끼겠는
가?”(즉, ‘보상변량(compensating variation)’의 개념에 해당)의 질문에 대
한 사회구성원의 대표 표본(입법자, 법관, 일반시민 등)의 답을 통하여
이 가치훼손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장의 법경제학
이론에서 강조될 (해당 강도행위로부터 야기된) 이른바 ‘확장피해
(extended harm)’의 추정치이다. 거듭 답변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그 총
계를 구하는 작업 등은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충분한 설
득력이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117) 가령 Holms 판사는 ‘Commonwealth v. Pierce 사건(138 Mass. 165, 176
[1884])’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한 행위의 일반적 전형을 정립하
는데 형법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억지기능을 채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Singer, 1987, p.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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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법학계의 억지론자들이 받았던 비판들의 대부분을
법경제학계에서는 이미 인지하고(예: 과다억지의 부작용 등) 또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경제학적 억지론이 갖는 설득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죄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범죄자
가 아무리 재력가라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가해지는 처벌을 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때의 처
벌은 응보보다는 억지의 입장에서 시도되는 설명이 규범적으로
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의 거래는 가급적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시장을 통하게 유
도한다거나, 지역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를 통제하려 한다거나, 행위자가 얻는 편익보다 다른 사람에게
야기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경험과 관
찰을 통하여 확고히 정립된 행위는 규제하려는 등 그 사회 내에
서 축적되어 온 ‘큰 가치체계’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처벌이 사용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의 목적은 억지이다. 이러한
시각은 사람의 유인을 동태적으로 적절히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경제학 이론은 ‘죄책성’이라는 다소 비경제적으
로 들리는 요소에 대응하는 형사처벌 현상 역시 철저히 경제적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또한 죄책성의 중요요소인 범의를
절대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행위의 (경제적) 속성과 결과로부터
도출하려는 법경제학의 경향 역시 다른 이론들보다 눈에 띄는
장점이라고 판단한다.118) 다른 이론들보다 한참 뒤늦게 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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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적 시각의 태동, 진화, 및 기존이론에 대한 입장 등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본장에서는 주로 초기 핵심 법경제학자들
의 이론별로 그리고 시간흐름도 일정 수준 반영하여 논의를 전
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음 장들에서는 이제까지의 이론들을
종합하고 또 필자의 견해를 반영하여, 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일괄적 논의방식을 사용할 것이다.119)
118) 물론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후술되는 법경제학적 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한다. 가령 Dau-Schmidt(1990)에서는 형벌이 사회구성
원들로 하여금 사회가 가치를 두는 선호를 형성하게 하는 측면을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같은 맥락에서 Kahan(1998)은 범죄자에게 형사처벌
을 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공동체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며, 형벌의 역
할은 범죄를 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가치를 두는 사회적 의
미를 구현함으로써 일종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
은 측면의 고려는 앞서 설명한대로 후생경제학적 방식을 취하였던
Kaplow and Shavell(2002, p. 371)이 인지한 바처럼 결국 개인의 각종
선호를 모두 취합하여 구성한 사회후생함수를 통해 최적법집행을 모색한
다는 아이디어 속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음 장
에서 설명될 소위 ‘확장피해(extended harm)’의 개념을 통하여 사회선호
나 규범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문헌은 물론 일상에서 기존 법경제
학이론에 대하여 가장 빈번히 조우하게 되는 비판은 “Becker 식의 ‘합리
적 개인의 선택’으로써 범죄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일 것이다. 그런데
이 비판은 주지하듯 비단 범죄뿐만 아니라 경제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거
의 모든 주제에 대하여 경제학이 직면하였던 도전이었다. 환언하면, 경
제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관한 의문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는다.
119) 법경제학이론으로써 범죄와 형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경제학적 숙고를 통하여 기존이론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더 크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장을 집필하기 위한 문헌
서베이를 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 한 가지를 하였다. 법경제학적 접근
방식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도덕철학자 군에 포함되는
Husak(2008, p. 184)은 (불법행위법 등 다른 통제수단들 대신) ‘형법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가장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법학계나 법철학계에
서 흔히 간과되어 왔는데, 정작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그룹이 법
경제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공헌을 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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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형법상 범죄와 형벌목적

가. 형법의 구조
제II장을 마치기 전 제4절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 및 형벌을
간략히 개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나 법경제학적 시각을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본장에서 다루었
던 법학, 철학, 범죄학의 이론들 역시 다분히 영미법국가들의
법제에 기반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사뭇 다른 법제와
학설에 뿌리를 두고 현재에 이른 한국의 상황을 상응하는 이전
의 논의들과 일일이 구체적으로 비교하려는 의도는 없다.120) 대
신 상대적으로 한국의 법제와 학설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한 그야말로 개관 수준에서 그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형사법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등은 제외하고)
크게 보아, ① 기본법인 형법, ② 형법에 기반을 둔 특정한 행위
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사특별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③ 행정관계상
위반사항을 형사벌로 규율하는 행정형법 등으로 나누어볼 수

120) 더불어 한국 법제와 학설을 경제학적으로 면밀히 평가하려는 의도 또한
없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법경제학적 시각을 제시하는데 있으
며, 평가하고 비판할 정도로 필자가 한국 법제에 능통하지도 못하기 때
문이다. 참고로 제II.4절은 법률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문에 상당 부분 의
존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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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지하듯 형사특별법과 행정형법은 다른 법률들과 체계상 충
돌이나 중복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적용의 편의성이나 입
법 당시의 단기적 필요성에 따라 양산되는 경향이 있어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행정형법의 과잉확장’이 본 연구의 핵심주제로
서, 이에 관해서는 후속 장들에서 매우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및 형사정책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형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소절들에서 범죄의 정의
또는 형벌의 목적 등에 관한 한국의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기
이전, 본 소절에서는 형법전의 기초만을 소주제별로 그야말로
매우 짧게 개관한다.

■ 형법의 정의
형법의 정의는 두 가지 맥락으로 구분된다.121) 협의의 의미에
서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1953년 법률 제293호로 제
정․공포된 ‘형법전’을 의미한다. 이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도 하는데, 위 ①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광의의 형법 혹은 실
질적 형법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형법은 그 형식 여하를 막론하
고 범죄와 형벌, 기타 형사제재를 정한 모든 법규범의 총체를
일컫는다. 이와 같은 정의는 대체로 위 ①에 더하여 ②와 ③을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법체계상의 구분에서 봤을 때 형법은

121) 이하에서 설명하는 형법의 정의, 구성, 및 역사와 형벌의 종류는 오영근
(2009, pp. 3-14, 31-38)과 이영란(2011, pp. 3-22)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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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아닌) 국내법, (사법이 아닌) 공법,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형법전을 중심으로 세부구성 및
관련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형법전의 구성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형법인 형법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터 제372조까지 각각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제86조까지를 제1편으로서 ‘총칙’이라고 칭하고, 제87
조부터 제372조까지를 제2편으로서 ‘각칙’이라고 한다. 총칙은
모든 범죄와 형벌에 적용되는 일반원리를 그 내용으로 하며, 각
칙은 개별적인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해 다루는 구체적인
규정들이다.
제1편 총칙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형
법의 적용범위이다 (제1조~제8조). 제2장은 죄(罪)에 대한 내용
으로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미수범, 공범, 누범, 경합범으로
구성된다 (제9조~제40조). 제3장은 형(刑)에 대한 것으로, 형의
종류와 경중, 양정, 선고유예, 집행유예, 집행, 가석방, 시효, 소
멸을 다룬다 (제41조~제82조). 제4장에서는 기간에 대해 규정한
다 (제83조~제86조). 이상의 총칙규정들은 모든 범죄와 형벌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칙에는 본장의 주요
주제였던 ‘범죄’, ‘형사처벌의 목적’, ‘죄책성의 구성요건’ 등에 관
한 일반적 정의 내지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122)
제2편 각칙은 모두 42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각칙의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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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는 법익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국가존립과 안전, 국가기능을 침해하
는 범죄들이다. 구체적으로 제1장 내란의 죄(제87조~제91조),
제2장 외환의 죄(제92조~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

105조~제106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제107조~제113조), 제5
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7장 공무원직무에 관
한 죄(제122조~제135조),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

144조), 제9장 도주와 범죄은닉에 관한 죄(제145조~제151조), 제
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제155조),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제157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는 공공의 법질서나 공공의
안녕과 평온, 신용, 건강,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제

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22조~제135조),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조~제163조), 제13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제164조~
제176조),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조~제184조), 제

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조~제191조),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제192조~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제206
조),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14조~제224조), 제20장 문서에

122) 법철학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짓고 있는 법분야가 형사법이고, 형사법에
서의 주된 쟁점들 중 대부분은 법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
변의 법조인들로부터 배워 이해하고 있다. 다만 다음 소절들에서 논의되
는 범죄, 형벌목적 등에 관한 국내 학계 및 법조계의 주장들은 형법이라
는 실체법에 속하는 구체적 조항들에 기초하고 연계되어 전개되었다기보
다는 다분히 독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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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
제240조),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조~제245조),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조~제249조)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자
유･명예･신용･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세부적으로 제24장
살인의 죄(제250조~제256조),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
조~제265조),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조~제268조), 제27
장 낙태의 죄(제269조~제270조),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

271조~제275조),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조~제282조),
제30장 협박의 죄(제283조~제286조),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제296조),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제306
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 제34장 신용･업
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제315조),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제318조),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제322조),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제328조), 제38장 절도
와 강도의 죄(제329조~제346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

347조~제354조),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제42장 손괴의 죄(제

366조~제372조)로 구성된다.

■ 형벌의 종류 및 정도
형법이 정하는 형벌의 종류는 제1편 총칙의 제3장 제41조에
서 규정하듯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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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몰수로서 총 9가지이다. 형 집행에 의해 박탈되는 법익유
형에 따라 형벌을 분류하면 사형은 생명형, 징역･금고･구류는
자유형, 자격상실･자격정지는 명예형, 벌금･과료･몰수는 재산형
이다. 또한 형벌은 독자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주형과 다른 형
벌에 부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으로 구분가능한데, 몰수
는 원칙적으로 부가형이고 다른 형벌들은 주형이다.
형벌의 경중에 관하여는 형법 제41조의 기재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더 무거운 것으로 규정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한 때도 금고를 더
중하게 여긴다(제50조 1항).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
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혹은 다액이 동일할 경우
에는 그것의 단기에 해당하는 긴 것과 많은 것을 비교하여 중한
것을 구분한다(제50조 2항).
형벌의 성격은 제3장의 세부조항들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도
가 무거운 것부터 각각을 간략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교수형
과 총살형이 인정된다. ‘징역’은 범죄인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해진 노역을 하며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과 유기
징역이 있으며, 유기징역은 (형법 개정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단 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하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
가지로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치시키나 노역을 할 의무는 없으
며, 기간은 징역과 동일하다. ‘자격상실’이란 일정한 형의 선고
가 있는 경우 그 효력으로서 특정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형벌
이며,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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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벌금’과 ‘과료’
는 모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서 벌금은 5만
원 이상이고,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치시키는 형벌이고,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국고에 강제 귀속시키는 것
을 말한다.

■ 형법의 역사 및 문제점
이상의 틀을 지닌 한국의 현행형법은 사실 한국 고유의 전통
적 형법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전통적 형법은 1911년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해 일본형법이 우리나라에 의용되
기 전까지의 형법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조선시대의 8
조법금(法禁)과 조선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 제5권인 형전(刑
典)에서 다루었던 형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5
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미군정법령(美軍政法令)에
의해 일본법률이 계속해서 의용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본 6법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하에 법전편찬위원회를 구
성하였고, 2년여 기간의 작업을 통해 작성된 형법초안이 1951년

4월 1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초안은 약 2년간의 국회심의
를 거쳐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공포되어 그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현행형법이다.
현행형법은 제정당시 1930년의 독일형법초안과 당시의 독일,
일본, 중국 등의 형법을 참작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194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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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정형법가안(日本改正刑法假案)의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영근, 2009, p. 35). 따라서 한국의
정황에 맞는 개정이 필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형법제
정 이후 정부는 신종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위법행위들에 대해
각종 형사특별법을 수시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범
죄대책을 세워왔다.123)
별다른 형법개정을 시도하지 않은 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
러 1980년대 이르러서야 과다한 형사특별법으로 인해 형법의
체계가 산만해졌다는 우려가 높아졌고, 결국 형법을 전면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1985년에 형법개
정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형법의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하
였다. 이후 7년 이상의 작업 끝에 형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
출되었으나 당시 국회의 회기만료와 함께 해당법률안은 자동적
으로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위해행위들에 대처
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짐에 따라 일부개
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부분적인 수정에 그쳐 전면적인 개
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건국 이후 정부는 그동안 전술한 유형 ①에 해
당하는 형법전은 과거의 틀을 고수한 채, 유형 ②인 형사특별법
을 늘려 형사법체계를 보완해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또한 실
질적인 의미에서 형법에 포함되는 유형 ③의 행정형법도 엄청
난 속도로 그 규모가 증가해왔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종
123) 필자의 추측으로는 이러한 관행이 행정형법의 확대 및 나아가 본 연구의
주제인 한국의 과잉형벌화를 초래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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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행정상의 목적을 침해하는 행
위들도 급격히 증가해왔기 때문에 이를 억지할 수 있는 제재수
단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행정기능이 양적 및
질적 차원에서 초고속으로 변모했던 것도 역시 사실이다. 따라
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
지에서 원칙적으로 행정형법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장들에서 보듯이) 그 과정에서 결
국 많은 기회비용을 치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행
정형벌 중에서도 특히 단기자유형과 벌금형은 다른 행정제재수
단과 원칙 없이 중복된 것이 많다든지,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과벌절차가 번잡하여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등의 지적이
눈에 띈다 (조정환, 2007, p. 869).124)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
은 애초에 범죄의 정의 또는 형벌의 목적 등에 관한 가장 기본
적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
다. 즉, 위해행위라고 간주될 경우 별 숙고 없이 무분별하게 범
죄화를 해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추측컨대 대략)

1980년대 이후 공식적인 형법전과는 별개로 형사정책의 기본적
개념들에 관한 탐구가 국내에서 활발해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
운 일이다. 다음 소절들에서 이 탐구결과를 요약해보자.

124) 여러 부작용들에 대하여 이렇게 법학자들이 내렸던 진단은 후속 장들에
서 수행될 법경제학적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법학계 논의와 대체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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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에서의 ‘범죄 정의’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국에서 ‘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형사정책학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그 외에 법사회학적 또
는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들도 있었다. 즉, 법경제학적으
로 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가장 주류를 이루었던 형사정책적 접근방식부터
개관해보자. 형사정책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한 마디로 ‘반사회
적 행위(anti-social behavior)’로서 크게 두 가지 논쟁이 활발하
였다(신진규, 1982, pp. 37-38).
첫째는 그 대상을 자연범(혹은 ‘일반형사범’)에 국한시킬 것인
지 아니면 법정범(혹은 ‘행정형사범’)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여
부에 관한 것이었다. 후자가 문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정
범 역시 반사회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뚜렷할 수 있으며, 사회는
이미 크게 변화하여 법정범에 더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자연범죄 대 법정범죄’의 구별은 그 반사회적 효과의
차이에 의해서보다는 국민 또는 법집행자의 법인식태도의 차이
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시간흐름에 따라 법인식태
도가 발달하면 이분법적 구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대
두되었다.125)
125) 후술 되는 대로 죄책성 판단의 보편적 기준을 탐구하는 법경제학적 입장
에서 보면 양자의 단지 형식적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행정규제위
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법제의 도입이 과다한지의 여부가 더욱 의미 있는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과잉범죄화는 무리한 행정범죄화와 상대
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범은 국가･사회

의 법질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격적･재산적 자유를 침해하므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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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논쟁은 형사정책적 대상을 현행법상 형식적으로 범죄화

(가벌화)하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
면 형식적 법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반사회적 행
위)’ 일체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해서였다.126) 최근에 올수록 국
내에서는 후자 입장이 통설로 되어가는 듯하다. 실질주의의 입장
에서는 현행법상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반사회적이라
면 가벌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입
법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된다.127)
히 응징이 필요하지만, 법정범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창조’된 범죄이므로
과잉범죄화를 논할 때 이 둘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본 연구를 자문해
준) 한 법률전문가의 견해도 (자연범죄를 태고로부터의 죄책성 높은 행
위로 전제할 때) 필자의 법경제학적 생각과 기본적으로는 일맥상통하다
고 해석된다. 한편 또 다른 법조인은 “결국 억지론의 입장에 근거한 과

잉범죄화를 논함에서는 ‘명백한 자연범’은 문제될 것이 없고,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이 애매한 영역에서는 어차피 당해 범죄가 무엇이든 간에
‘적정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의 객체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
로,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 자체가 과잉범죄화에서 시사하는 바가 실질
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함의는 결국 경계선(at the margin)에서의 분석이 중요하다는
필자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126) 즉 범죄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형
식적 범죄개념이고, 법규정과 관계없이 범죄성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
적인 법익침해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이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박상기
(2009, pp. 8-11)는 형사정책의 대상을 규범의존성이 있는 범죄개념에서
탈피하여 몰가치적인 것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미국의 범죄사회학계에
서 있었으며, 이는 일탈행위 전체를 형사정책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
해였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사회통제조직을 장악한 자와 통제를 받는 자
의 역학관계에 따라 범죄개념이 정해지는 것을 ‘낙인이론’이라 정의하였
다. 낙인이론가들은 본질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없으며 어떤 자가 행한
어떤 행위가 ‘범죄라 이름 붙여지는 것’에 준한다고 보므로, 처벌권한을
누가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범죄여부 및 그 범위가 확정되는 ‘가변성’을
옹호한다.
127) 사회학자에게 범죄는 대개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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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정의와 관련하여 형사정책학적 입장 내에서 수렴되고 있
는 또 하나의 견해는 범죄의 성립은 유연성을 갖는다는 가설이
다(조병인, 2000, pp. 3-12). 대표적으로, 성매매, 간통, (이슬람
국가에서 인정되는) 명예살인 등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마다 법
률에 정한 금지와 의무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시점의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늘 명쾌히 판명되
는 것은 아니며 그 구성요건의 의미 역시 세월에 따라 변하고,
사회변화에 수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이 추가되기도 하므로 범
죄성립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 유연성은 앞서
범죄의미에 대한 실질주의와 일맥상통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범죄개념은 범죄학이나 형사정책 연구의 출발점으로 간
주되었다(배종대, 2011, pp. 52-57). 구체적으로 ‘규범적 범죄개
념’과 ‘사회학적 범죄개념(일탈)’로 나누어 논의되어 왔다. 먼저
규범적 범죄개념을 잠시 검토하자. 규범적 범죄는 다시 둘로 나
뉘는데 절대적 범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타당하고 일정
한 국가의 법질서와 무관한 자연적 범죄라는 개념이고, 국가의

학자들은 사람들의 실제생활을 중심으로 범죄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하였
으며, 범죄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이 대
체로 수용되는 듯하다 (윤덕중, 1982, pp. 20-30). 여기서 범죄에 관한
법사회학적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필자의 일천한 지식으
로 보아 법사회학적 접근방식은 전반적으로 본문에서의 (형식적보다는)
실질적 범죄개념에 더욱 가깝다고 판단된다. 한편, 역시 법경제학적 입
장에서 보면 실질주의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선호와 기술이 끊임없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실질주의 입장은 신종 위해행위의 범죄화를 가능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행 법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제 그 죄책성이 감소되었다면 탈범죄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실질주의적 입장이 더욱 동태적이고 유연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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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와 관련해서만 판단내릴 수 있는 범죄를 상대적 범죄개
념이라고 한다. 또한 규범적 범죄개념은 전술한 대로 ‘형식적
대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인 범죄의
실질성에 대한 기준으로는 사회유해성 및 법익침해 등이 제시
되어 왔다.128) 반면, 사회학적 범죄개념은 공동체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윤리 및 도덕적 규범에 의하면 승인되지
않는 행위를 먼저 일탈이라 정의하고, 그중에서도 법규범을 위
반한 일탈 유형이 범죄라고 보는 개념이다.129) 이때 법규범은
입법자의 의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종합하면, 국내에서는 주로 형사정책학적 시각에서 범죄의 개
념을 정의해왔다. 그 과정에서 반사회적 행위, 일반범죄 대 행
정범죄, 형식적 범죄 대 실질적 범죄 등의 여러 개념을 정립하
고 구분하는 작업을 시도했고, 이들은 제반 형사정책이론의 기
본개념으로서 활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본장의
128) 그런데 ‘사회유해성’이나 ‘사회윤리의 최소한’과 같은 기준은 명확하고 곧
바로 사용가능한 개념이 아니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법
익침해 기준은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행위를 범죄로 보는
데, 화이트컬러범죄,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받아들
여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에 중심을 두지 않는 가치위주의 범죄관이라 할 수 있다 (조준현,
2009, pp. 20-29).
129) 예를 들면 김용우･최재천(2006, pp. 95-97)의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현대의 국가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은 법을 보호하고, 또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법질서를 형성할 때 법익침해적 행위를 모두 범죄라 할 필요는 없
고 사회질서유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방치하여 두면 안 되는 행위
만을 범죄로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윤리규범’에 위반하는 행
위에 의해 발생하는 법익침해가 사회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한다고 할
때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Ⅱ장 범죄와 형사처벌: 기존이론의 개관 및 경제학적 접근방식의 기초

199

여러 (영미법국가의) 논의들에 비추어 ‘형식적 대 실질적 범죄’
구분이 특히 눈에 띈다. 이에 대하여 극히 잠정적인 평가만 해
본다면, 먼저 형식적 범죄개념에는 제II.2절에서 논의했던 순환
논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범죄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반면 유연성을 갖는 실
질적 범죄개념은 이러한 비판으로부터는 좀 더 자유로우나, 죄
책성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는 우려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범죄를 상호
대립하는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130) 실질적 범죄, 유연
성, 낙인효과 등의 개념이 후술될 법경제이론의 기본시각과 상
대적으로 더 가깝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하에서 범
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자주 제시되는 사회유해성, 윤리규
범침해, 법익침해 등의 기준들이 실제 입법화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보편타당성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세부지
침들이 더 필요해 보인다.131)
130) 이에 관해서는 한 법조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해 보인다. “사실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는 논의의 국면을

달리 하는 측면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대명제 아래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형사처벌권 남용의 억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넓은 의미의 형법’
영역에서는 형식적 범죄 이외의 관념은 떠올릴 여지가 없었다. 반면, 형
사정책 및 형사입법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범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실질적 범죄의 논의이므로 본
연구의 핵심 축인 ‘범죄화’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즉, 형식적 범죄와 실
질적 범죄는 그 논의의 평면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마치
양자가 카운터파트너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자료들도 있
으나, 형법학에서는 실질적 범죄를 논할 여지가 없고, 형사정책 및 형사
입법학에서는 이미 고정된 형식적 범죄는 그다지 큰 함의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다. 한국에서의 ‘형벌목적’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국에서 형벌목적과 관련된 논의는 형법학자들이 고전적 형
법이론에 근거하여 주장되어 온 목적들이 근간을 이룬다. 근래
에 법사회학적･형사정책학적 접근에서 보완한 형벌목적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모두 주로 독일 형법학의 논의들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받아들인 것이며 한국만의 형벌목적에 관한 견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은 듯하다. 개요서를 통하여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재상(2011, pp. 46-58)에 설명된 가장 전통적 분류이
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응보형주의로서,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는 주장이다. 범죄는 위법
한 악행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행위자에게 가하는 것이 형
벌이라는 의미이다. 둘째는 목적형주의로서 형벌은 범죄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일반예방주의 목적
131) 한편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판례를 통하여 ‘범죄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예를 한국에서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
소는 기본적으로 형사범으로 입법화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
에 속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형식적 범죄개념을 전제
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형벌조항이 있을 때 그
형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죄로 볼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
어서는 제반 헌법적 원칙들을(예: 죄형법정주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비
례원칙, 형사처벌의 적정성과 실효성, 평등원칙, 법익균형성 등) 살펴보
아 그 형벌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원칙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헌법재판소의 ‘91헌바11’ 결정(1995. 4. 20. 선고)
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의 여러 결정들에서도(예: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동일한 원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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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벌을 사회에 대한 위하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잠
재적 범죄인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범죄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별예방주의는 위하, 격리, 사회복귀지원 등을 통
하여 해당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형벌
의 목적이라는 견해이다.132)
이에 비하여 배종대(2011, pp. 46-58)는 더욱 다양한 분류를
하고 있다. 크게 절대적, 상대적, 합일적, 사회방위론적 형벌이
론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절대적 형벌이론에서는 형벌이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형벌의 존재이유라고 주장한다. 형
벌은 응보이며, 절대적 정의의 요구이고, 속죄의 형태를 띤다는
입장을 취한다.133) 그러나 범죄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절대적 범죄개
념을 전제로 하는 이 이론에 부정적이다. 나아가 목적추구가 없
는 형벌은 형사정책적으로 무가치하다는 비판도 한다.
둘째, 상대적 형벌이론은 형벌의 도구적인 성격에 주목하며
그를 통하여 일정한 국가적･사회적 이익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
해이다. 목적추구가 없는 형벌은 형사정책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여기서 다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으로
132)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응보와 억지의 목적이 병존한다는 이른바 ‘결합
설(절충설)’이 유력한 듯하다 (예: 김일수․서보학, 2006, pp. 728-730; 신
동운, 2011, pp. 7-8 등).
133)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Kant 및 Hegel 등에서 비롯된 앞서 영미법학자들
의 (의무론적) 응보론과 많은 공통점을 갖는 견해라고 판단된다. 반대로
후술되는 상대적 형벌이론은 전술한 영미법의 억지론 및 예방이론을 혼
합한 형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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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그러나 일반예방이론은 범죄인의 심리를 지나치게 단순
화 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범죄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인간존엄성
침해 또는 엄벌주의의 폐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특별예방에 대해서는 범죄자 자신에 대하여 유익한 결과
를 의도한다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실제로는 범죄인의 신체와
정신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
정적 주장도 존재한다.
셋째, 그 다음은 합일적 형벌이론으로서 절대적 및 상대적 형
벌이론의 절충설이라 볼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조합이 제시되어
온 듯하다. 가령 형사입법, 재판에 의한 형의 적용, 및 형벌집행
의 세 단계에 있어서 각각 응보, 법의 확인, 및 교육 이라는 상
이어서 각이 단계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는 다소 다르게, 형사입법단계에서는 일반예방의 위하효과
를, 재판단계에서는 정당한 응보를, 형벌집행단계에서는 특별예
방을 통한 재활을 각각 지향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34)
134) 나아가 범죄 유형별로 형벌의 목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예
컨대 고의 폭력범에게는 응보를, 고의 비폭력범에게는 예방을, 과실범에
게는 일반예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단계별 및 범죄유형별로 상이한 목적을 부
여하는 방식이 갖는 유익성 및 현실가능성에 대하여 필자는 그리 낙관적
이지 않다. 절충적 조합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형벌목적들 간의 충돌
이 발생할 것은 물론, 무수한 경우에 대하여 이렇게 목적을 달리 적용하
는 방식에는 현실적으로 지나친 자의성과 차별성이 개입될 것으로 예측
한다. 참고로 배종대(2011)에 소개된 네 번째 형벌목적은 사회방위론으
로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이 범죄인이 되는 것을 방
지하며, 이미 범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취하여 사회에 복귀하
도록 하는 형사정책이론이다. 형사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를 사회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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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한국에서도 형벌목적과 관련하여 전술한 대로 영미
법 식의 ‘응보 대 억지’의 크게 보아 두 대립된 주장이 전개되어
온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장의 영미법이론들과 비교해보면
억지효과가 아닌 격리, 교육, 개선 등을 통한 예방(prevention)
기능이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는 인상을 받는다.135) 그런데 (물론 매우 제한된 서베이 결과
이지만) 이러한 다양한 형벌목적들의 비교우위를 학술적으로 검
증하거나 또는 실제 입법과정에서 면밀히 반영하는 작업은 그
리 많지 않은 듯하다. 요컨대 형벌목적에 관한 논의들이 국내에
서 비교적 널리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논의를 넘어
서는 심층분석이나 입법례에서의 그 활용 정도는 높지 않아 보
인다. 이를테면 특정 형벌목적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견해를
표명하면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또는
입법과정에서 대립되는 여러 목적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교
우위의 근거를 제시하며 해당 입법의 목적으로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거나, 상이한 목적들을 동시에 수용한 결과로서 각각에
근거하여 면밀히 양형을 정하거나, 그 근거에 관한 정교한 수준
의 논쟁은 찾기 힘들어 보인다.136)
두는데, 이 역시 여러 비판에 직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회안전’
의 정의가 명쾌하지 않은 듯하다.
135) 현재 법학계에서는 특별예방과 이에 더하여 사회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론은 응보론과 일반예방론에 비하여 국내에서의 소개역사가 상대
적으로 짧아 종종 ‘신파’라고 불리는 듯하다.
136) 가령 특정 형사벌칙조항 및 그 법정형과 관련하여 응보론에 입각했다면
해당 범죄행위가 갖는 비난가능성과의 상응(correspondence) 정도를 분
석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예방론 중에서도 억지론에) 입각했다면 적발확
률 등을 반영하여 형량의 다과를 따지는 식의 분석들이 거의 없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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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전술한 바처럼 한국의 형사법은 크게 보아,
기본법인 ‘형법’, 형법에 기반을 둔 특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형
사특별법’, 행정규제 위반사항을 형사벌로 규율하는 ‘행정형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형사법에 본 소절에서의 범
죄영역이나 형벌목적에 관한 논의가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분야에 대하여 일
천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필자가 그동안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
받은 사항들은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본 형법전의 개정입법 과정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학
계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범죄의 추가･삭제가 매우 더디게 진행
되기는 하지만) 형사정책이나 형벌목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형사특별법과 행정형법은 다른 법
률들과 체계상 충돌이나 중복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적용
의 편의성이나 조속한 필요성에 따라 양산되는 경향을 보여 왔
다.137) 셋째, 특히 행정형법에는 범죄화의 정당성이나 형벌의

다. 특히 아쉬운 점은 판례를 통하여 ‘형벌의 목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경우를 찾기 힘들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범죄의 정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입법화과정에서 정해진 형벌
의 목적을 대체로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 같다. 그러한 대전제 아
래 헌법적 원칙들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짐으로써, 결국 형벌목
적에 대해서도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한 결정(1989. 7. 14. 선고, 88헌가58 89헌가44(병합)
결정)을 보면 이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37) 형사특별법은 형벌을 가중하기 위하여 규정되는 법인데, 그 가중사유가
불균형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많다고 한다. 일반예방목적을 남용하
여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거나 혹은 합리성이 결여되고 포퓰리즘에 기초
한 얕은 수준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비범죄화가 필요
한 사소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호한 조항을 두어 처벌하는 경향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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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등에 관한 숙고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형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각 개별 행정법률에 처벌조항을 중복적
으로 열거함으로써 통일성과 체계성을 상실하고 법적 예측가능
성에 혼돈을 준다고 한다.138) 더불어 행정형법은 정부 각 부처
에서 필요에 따라 여과 없이 입법되는 관례가 많아 법률 상호간
의 균형과 조정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139) 따라서 특
별형법이나 행정형법의 입법과정에서는 범죄영역이나 형벌목적
에 관한 숙고가 많이 부족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겠
다.140) 이제 제Ⅲ장부터 각종 제재수단들, 형사처벌, 범죄화, 과
다고 한다.
138) 즉, 중복되거나 유사한 처벌조항이 다수가 존재하여 형법의 규범력이 약
화되고 규범의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목적과 형법의 목적에는 큰 간극이 있으므로 중복된 처벌조항은 기본법
인 형법에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형법학자 및 형사정책학자들
의 중론으로 보인다.
139)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가의 다음과 같은 현실진단 또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어떠한 법 영역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입법자로
서는 특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이나 양상
을 반영할 유인을 갖는다. 그것은 일정한 법 영역의 거대한 틀인 일반법
을 손질하는 것이 그 자체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거부감,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규
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부담감 또는 실질적인 제한성, 그리고 장기간의
검토과정에 따라 변화된 사회인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최근 2013. 4. 5. 법률 제11731호
로 개정된 형법에서 인신매매죄 신설을 필자에게 예로 들어 주었다. 이
는 1995년 형법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신설된 이후에 17년여 만에 ‘형법의 개정’으로써 일정한 범죄의
처벌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동시에 특별법 친화적인
입법태도를 뚜렷이 방증하는 한편, 형법개정절차의 현실적인 번잡
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140) 이는 주로 자문에 근거한 잠정적인 결론이지만 최소한 필자에게는 긍정
적인 신호를 주는 현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과잉범죄화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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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범죄화, 및 행정범죄 과잉집행의 기회비용 등에 관하여 법경
제학 시각이 투영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그 중추적 원인이 바로 행정형벌의 과다한 도입에 있을 것 같다는 평소
의 강한 믿음으로부터 이 연구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술되는
장들에서 형벌의 목적과 최적범죄화에 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
은 극히 자연스러운 후속작업이 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 한국의
여러 행정형벌조항이 최적범죄화의 경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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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A. 범죄론 : 두 대표 법경제학자의 이론

■ 개관
국내외 법률용어의 사전들은 물론 형법문헌들에서도 범죄는
대체로 ‘처벌의 대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처벌은 무엇
인가에 대한 질문에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이라고 답하는 식의
순환적 정의가 꽤 오랜 기간 학계에서 통용되었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그리 소망
스러운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여러 번 피력하였다. 따라서 순
환논리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의 특정 목적에 부합하
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독자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은
매우 중차대하다. 본 절에서는 이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의 일부
만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본문의 제2절에서 법학
이론을 자세히 검토하기 이전 두 학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분야의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고 지금도 고전이라
간주되고 있는 두 학자 Richard Posner와 Steven Shavell의 범죄
론만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법경제학계에서도 아직 완성된 범죄론을 갖고 있지는 못하며,
즉 ‘범죄의 영역’에 대한 법경제학 연구는 ‘진행 중’이라는 것이
필자의 잠정 결론이다. Hylton(2005)도 지적한 것처럼 형사법
또는 형사정책 분야를 연구한 모든 법경제학자가 범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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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형벌의 대상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한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 분야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Becker(1968)인데, 이러한 주제보다는 해당 범죄의 집합을 주어
진 것으로 전제한 후 ‘어떻게 제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의 주제
를 다루었다. 또한 “Becker 연구와 [약 20년간] 그 후속 확장연

구들은 범죄에 대하여 정교히 정의하는 작업을 별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Parker(1993, p. 753, [ ] 추가)의 지적에 필자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했던 순환논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
력한 법경제학자들도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나타났다. 그
들은 주로 ‘형사법의 영역(domain)’이라는 소주제를 붙이며 ‘왜
굳이 국가에 의한 처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도덕적 규범’이 아닌

‘다른 잣대’로써 설명을 시도하였다. 여기서의 ‘다른 잣대’는 후
술되듯이 해당 행위의 경제적 속성 및 그 행위를 막기 위한 집
행상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특성들을 포함한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도덕적 신념 또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는 ‘도덕’이라는 매
우 광범위한 개념 속에 모든 것이 함몰될 수도 있는 이론의 추
상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위해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법경제학자들의 기본시각은 사회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제재수
단들 중에서 특정 그룹의 위해행위들에 대해서는 왜 형사처벌
이 가장 적절한 제재수단이 되는가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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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소망스럽다는 생각에 있었던 듯하다. 더불어 전술한 대로
법경제학에서는 그 형사처벌의 주요목적을 ‘억지’에 두고 있다.
따라서 거듭 범죄는 ‘형사처벌로써 적절한 억지력을 갖는 행위
들의 집합’이라고 정의가능한 방법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행위들에서 형사처벌이 적절한 억지력을
갖게 되는가’의 질문으로부터 ‘범죄란 무엇인가’의 해답을 결국
좀 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범죄
화하고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실증 및 규범적 탐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 유용성이 크다고 본다. 다음 장들에
서 다른 학자들의 주장들을 소개하고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 이하 이에 대한 두 거장의 설명만 간략
히 요약해본다. 공통점이 크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 Richard Posner 판사의 범죄론
1) 강제적 부의 이전과 형사벌칙
우선 Posner 판사의 범죄론이다. 형법의 ‘실체적(substantive)
측면’이라는 주제로서는 법경제학계의 아마도 최초 논의를 진행
한 Posner(1985)에141) 주로 근거하여 기타 자신의 주장들을 정
141) 이 논문의 배경은 “the substantive doctrines of the criminal law …can

be given an economic meaning and can indeed be shown to
promote efficiency”(p. 1194)이었다. 그리고 논문의 목적은 “to derive
basic criminal prohibitions from the concept of efficiency”(p. 1195)로
서 효율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Posner는 당시 최초로 시도되는 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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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덧붙인 Posner(2003, pp. 215-219)를 토대로 설명해보자.

Posner는 범죄가 국가에 의해 기소되고, 징역과 같은 비금전적
처벌방식이 물론 국가에 의해 부과되고, 금전적 처벌인 벌금도
역시 국가로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한 후, 왜 이러한 독특한 방
식의 제재방식을 쓰는지를 물으면서 금지되어야 할 여러 부류의
범죄들을 열거한다.142) 그중 핵심적인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소위 ‘고의적 불법행위들(intentional tort)’ 중에서 부나 효용
에 있어서 ‘순전히 강제적 이전(pure coercive transfer)’에 관련
된 유형으로서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을 첫째 그룹으로 열거
하고 있다. 화폐위조 역시 그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부
가 강제적으로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강간 또한 일면 강제이전
이라는 차원에서 이 그룹에 속하는 범죄로 포함시킨다. 둘째,
소비자후생으로 돌아가야 할 몫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빼앗아
간다는 면에서 담합업체들의 가격고정이나, 또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세원을 자신에게만 이전시켰다는 점에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심스러운 태도도 보였다. “I certainly do not

want to be understood, however, as arguing that every rule of the
criminal law is efficient, or that efficiency is or ought to be the only
social value considered by legislators and courts in creating and
interpreting the rules of the criminal law.” (pp. 1194-1195).
142) 여기서 Posner가 상정하는 형벌의 기능은 (사고법이나 기타 행정제재이
론에서 추구하는 최적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화가 아니라) 문자 그대
로 발생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고전적
억지론의 근원은 (전술한 법학계의 억지론처럼) Bentham(1781)으로 거
슬러 올라가며, 그 바로 이전의 Baccaria(1764)와 Blackstone(1769)도 대
분을 해보면 이 억지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Hylton, 2005, p. 176).
왜냐하면 살인, 강도, 강간 등 순전히 강제적 이전행위가 야기되는 사회
피해는 항상 행위자의 편익보다 크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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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등을 또 다른 부류의 강제이전에 포함시켰다. 요컨대

‘시장거래를 우회하는(bypassing) 명백한 강제이전’들이다.
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Posner(2003,

p. 218)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절도와 같
이 ‘순전히 강제적 이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143) 원칙적으
로 이전은 (거래비용이 막대하지 않을 때) 가급적 시장거래를
통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그 목
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논리이다. 가령 민사소송을 통한 제재
를 생각해보자. 강제이전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제소하면 배상
액은 결국 법원이 결정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제약 때
문에 법원은 해당 재화 또는 권리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대
체로 시장가격을 참조한다. 문제는 원래의 주인이 대개 대내한
계구매자(intra-marginal buyer)이어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치
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은 원래 소유주가 부여하는 주
관적 가치를 측정하기에는 비교우위가 없다.144) 따라서 만약 배

143) 강제이전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학적 이유는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후
술되는 바처럼 Posner 자신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은 해당 물
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쪽에서 더 낮은 가치를 부
여하는 쪽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기 쉬워서이다. 이른바 배분효율성이
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한 피해를 염려한 원래 소유자가 취할 각
종 방어비용(금고, 담장, 경보장치, 경호원, 그리고 심지어는 생산포기
등)을 생각하면 그 논리가 명백해진다. 더불어 Posner는 본문의 이러한
상황은 대체로 당사자 간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낮은 경우라고
상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하 절들에서도 다시 논의한다.
144) 비슷한 맥락에서 Posner는 법원이 정하는 배상액이 과소편의를 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특히 ‘사망위험과 적정보상액’의 비선형적
관계도 언급하였다. 잠재적 피해자 A는 0.0001의 확률로 당하는 교통사
고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액  를 수락한다고 하자. 그러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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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액을 시장가격에 준하여 결정하면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쪽
으로 부가 이전되어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
를 촉진하게 된다.
시장가격으로 배상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시장가격보다 조
금이라도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자는 설사 절도 후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절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제재의 적절규모는 절도피해자의 손실에 대한 법원의
추정치(배상액)보다 커야 할 것이다. 결국 가능한 방식은 제3자
인 국가의 개입이다. 민사적 제재수단보다 강력한 규모의 처벌
을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부의 이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
린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니면 재산권의 비효율적 강제이전
에 대하여 적절한 억지를 확보할 수 없는 행위들이 범죄’가 된
다는 논리를 Posner는 강하게 펴고 있다.145)

2) 범죄자의 특성 및 자산불충분성
다음으로 Posner가 제시하는 둘째 이유는 ‘범죄자의 특성’에
더욱 큰 초점을 맞춘다. 위에서 열거한 두 가지 부류의 행위들

의 비례하는 보상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확률 1로써 살인의 대상이
되어달라는 제의에 A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배상액 산정방식으로서는 살인과 같은 (고
의적인) 강제 이전행위를 제대로 억지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145) Posner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의 논의로 보아 그는
(거래비용이 막대하지 않을 때) 거래는 최대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사회규범 내지는 가치체계로 간주하는 듯하다.
환언하면, 이러한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회에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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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다른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나 화재사고)들보다 ‘은폐하
기 쉬운’ 속성을 강조한 후, 범죄자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재규모에 관하여 논의를 계속한다. 경제학의 기본원
리로서, 경제주체의 행위를 사회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가 절도에 임하기 전 기대하는 제재규모가 사회피해규모와
동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절도로부터의 사적인 편익이 그 기
대제재수준을 초과해야만 그는 절도를 저지를 것이다.146) 이렇
게 결정된 값이 사회최적제재규모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적발확
률은 1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술한 ‘기대제재액

= 사회피해’의 공식을 활용하면, 적발 후 그가 실제로 받는 제
재액은 사회피해를 적발확률로 나눈 값이 된다. 사회피해가 클
수록 그리고 적발확률이 낮을수록 제재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이어 Posner는 과연 절도범이 이렇게 계상한 높은 수준의 제
재액을 대개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가령 살인의 피해는 막대하고
또 적발확률이 0.1이라면 열 배의 승수효과를 갖는 상황에서 상
당수의 범죄자는 ‘지불능력(ability to pay)’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 결론을 내리는 그의 태도는 매우 확고해 보인다.) 이상이
이른바 법경제학에서 이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자산불
충분성(asset insufficiency)’ 혹은 ‘판결집행불능(judgment proof)’
의 문제이다. 이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146) 그러나 후술되듯 법경제학에서는 절도의 사적편익이 사회피해보다 훨씬
작다고 본다. 따라서 본문처럼 제재규모를 설정하면 절도는 억지될 것이
다. 따라서 ‘내부화’ 보다는 이렇게 원천적으로 ‘억지’하려는 것이 법경제
학이 상정하는 형벌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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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Posner에게 있어서 자산불충분성의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
은 행위들이 바로 범죄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비효율적인 강제이전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개연성이 높은 자산불충분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주요 목적이라고 Posner 이론을 요약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Posner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기타 세 가지 그룹
의 행위들도 범죄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성매매, 음란물판매,
입양을 위한 영아매매, 마약거래, 규제가격을 위반하여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들이다. 주지하듯 이는 수요․공급자 간 자
발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금기시 하는 부류이다. 둘
째는 위해를 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실현되지 않은 행위로서
미수에 그친 살인의 기도를 꼽았다. 셋째는 교통사고를 낸 후의
뺑소니행위나 판결확정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
탈행위의 예를 들면서, 만약 허용된다면 미국 보통법상의 법리
와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행위그룹을 지적하였다.
왜 이런 그룹의 행위들은 범죄화시켰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Posner는 (자신의 이론이 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시 자산불충분성이 그 핵심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다.147) 종합하면, 이들 세 가지 그룹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형사
147) 가령 첫 두 그룹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는 않았으나 논리적으로는 미래의 마약중독자 혹은 미수에 그친 살인대
상과 같이 광의의 의미에서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배상
(punitive damages)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면 민사적 제재도 억지기능
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본다. 그리고 이 가설은 셋째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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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닌 여타 제재수단으로는 적절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논리로 답하려고 그는 노력하였다.148)

■ Steven Shavell 교수의 범죄론
1) 기능주의적 접근

Shavell의 범죄이론 역시 1985년 Posner 논문에 바로 이어 같
은 학술지 Columbia Law Review에 게재된 논문으로부터 본격
적으로 시작한다. 법경제학적 시각으로 볼 때 핵심논리는 유사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존재했다. 역시 이 논문과 이후 자신의
추가적인 생각들을 재정리한 Shavell(2004, pp. 540-550)에 근거
하여 간략히 검토해보자.
일단 Shavell은 범죄 또는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제I.4절 및 제
의 행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Posner는 제시한다. 하지만
곧이어 이들 부류의 행위가 갖는 공통점으로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속
성’을 부각하며, 이 낮은 적발확률까지 감안하여 최적징벌배상액을 책정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너무 높아질 것이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다. 요컨대 자산불충분성의 문제가 또 다시 핵심으로 떠오른
다. 한편 전통적인 법학이론을 따른다면 예컨대 본문의 ‘희생자 없는 범
죄(victimless crimes)’는 도덕적 비난가능성 또는 가부장주의, 미수에 그
친 살인에 대해서는 행위의 위험성이나 응보론으로써 설명할 것임을 추
측할 수 있다.
148) Posner의 자산불충분성 논리가 분명히 일정 수준의 설명력을 갖지만 범
죄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가령 아무리 재력
가라고 하더라도 영아매매, 강간미수, 뺑소니 등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현대 국가에서의 현실이다. 오히려 그러한 행
위를 하는 자들의 일부 또는 상당수는 자산불충분성의 문제가 없다고 보
아도 될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려면 이론의 보완이 필요
해 보이며, 이에 관해서는 제III장에서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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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절에서 소개된 도덕철학적 이론이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소
위 ‘기능적(functional) 이론’에 비하여 현실설명력이 작다는 인
식을 하고 있다.149) 대표적으로, 한 가장이 굶주린 가족을 위해

10만 원 어치의 음식을 훔치는 행위와 자신이 만든 제품이 갖
는 결함위험(분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으면서
도 충분히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중 한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
가 발생하여 여러 사상자를 야기한 제조회사 사장의 경우를 비
교한다. 대개 일반인들은 후자를 도덕적으로 더 많이 비난할 것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 행위는 절도로서 범죄
이며 후자는 불법행위법(예: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도덕철학은 이렇게 ‘현실설명력’에서 그 우월성이 낮
다는 주장이다.
도덕철학적 접근에 대한 Shavell의 또 다른 비판 근거도 흥미
롭다. 이 역시 실제 존재했던 현상에 대한 관찰로부터 비롯된
다. 그는 인류역사상 현재처럼 형법과 불법행위법이 엄격히 구
분된 것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런데 예전에
는 심지어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현대의 범죄들이 대부분 불법
행위법(즉, 주로 금전적인 배상방식)으로 통제되었던 사실을 도
덕철학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주지하듯 살인이나
강간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임에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와서야 그러한 위해행위들이 굳이 형사처벌
149) 이하 도덕철학이론에 대한 그의 비판적 견해는 Kaplow and Shavell(2002)
와 전반적으로 결론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제II.3절에서 자세히 후술 되는
대로) 그 공저서에서는 철저한 후생경제논리 차원에서 도덕철학론을 이론
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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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으로 된 배경을 도덕철학은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다는 반박이다.
반면 기능적 이론은 이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다. 즉 과거는 현재의 익명성이 짙고 독립․분화된 사회와는 달
리 과거에는 폐쇄적이고 지역․혈연적으로 연계성이 높았다는 점
에 주목한다. 따라서 만약 절도나 강도행위를 저지르면 지역사
람들에게 쉽게 발각되었으므로, Shavell(1984a)에서 명명한 소위

‘책임으로부터 회피(escaping liability)’의 문제가 작았다. 한편
종종 본인이 배상액을 감당하기 힘들면 연계되어 있는 그룹(예:
가족)에게 공동배상을 명하였으므로 ‘자산불충분성’ 문제도 작았
을 것으로 추측한다.150) 종합하면, 현대사회에서 발발한 범죄화
현상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생된 현상이며, 따라서 범죄와 형사처벌도 같은 맥락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도덕철학론에 대한 Shavell의 이 두 번째 비판에는 일리
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 영미법상의 역사로 보아, 어느 날 갑자
기 ‘범죄는  이다’라는 정의가 독립적으로 태동된 것은 아닌
듯하다. 주지하듯 그 역사적 유구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최소

150) 더불어 이러한 공동책임 관행은 한편으론 그룹구성원들에게 평소 해당
위해행위들에 대한 억지의 압력으로 작동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한다. 따
라서 절도를 억지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규모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므로
절도를 불법행위법의 관할에 두더라도 대부분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였
을 것으로 Shavell은 추론한다. 또한 과거에는 감옥을 짓고 죄수들을 감
독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노동력이 가
장 중요한 생산요소였으므로 수감된 죄수들의 노동력 역시 큰 기회비용
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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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미법에서 불법행위(tort)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예
컨대 Landes and Posner(1987)는 전통적으로 ‘타인에 위해한

(tortious) 행위의 전체집합’을 불법행위라고 정의한다.151) 이러
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범죄의 정의 또는 영역을 논하기 위
해서는 형사처벌의 ‘특성’ 내지는 (다른 제재방식들에 대한) ‘비
교우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형사처벌의 대
상에 걸맞은 위해행위를 범죄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 기능적
설명방식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법경제학적 접근은 그
러한 기능적 설명방식의 대표적 예라고 사료된다.

Shavell의 범죄론을 검토하기 이전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
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후술되듯 Shavell의 범
죄는 소위 ‘공적 집행(public enforcement)’이 필요한 행위들의
부분집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적 및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에 대해 잠시 개관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행정제재(예: 과징금 및 각종 시정조치)나 형사처벌 모
두 국가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공적 집행에 해당한다. 물론 외부
효과 극복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원리와 같은 사적 집행
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공적 대 사적 집행의 비교우위’에 관한
연구는 법경제학계에서 꽤 많이 축적되어 있다 (Cooter, 1984;

Polinsky and Shavell, 2000; Shavell, 1984b, 1993 등). 하지만
151) “… 불법행위(a tort)는 광범위한 잘못된 행위들을 포함한다. 화가 나서

타인을 폭행한다든지(battery), 차를 부주의하게 몰아 인도로 뛰어든다든
지(negligence),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다든지(trespass), 남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행위(defamation) 등이 대표적 예이다.” (Landes and
Posner, 198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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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집행이 우월한 통제수단이 되는 상황을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52)
첫째, 피해가 널리 퍼져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사회 전체적으
로 끼친 피해는 크지만 그에 반해 각 개인이 입은 피해가 작다
면 피해자들은 소송 등을 통해서 이를 배상받을 유인이 작아지
고 결과적으로 위해행위의 억지력이 저하된다. 둘째, 위해행위
의 적발확률이 고유의 속성상 낮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
보다는 공권력으로 적발해내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와 동일한 만큼만 배상을 명시한 불법행위법
등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으로써는 항상 과소억지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결국 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업취소, 과징
금, 벌금, 구금 등 (민사상의 제재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통
해서만 그러한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억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야기되는 피해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커서 규제위반자의 지
불능력이 부족한 경우이다. 잠재적 위법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부터 야기될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역시 과소억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당하거나 당할 피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없을 때, 또는 검거를 위하여 상
당한 물리력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주로 국가기관의 상대적
비교우위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공적집행 제재방식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황
을 전제하더라도 그중에서도 특히 형사처벌이 비교우위를 갖는
152) 공적집행과 사적 집행의 비교우위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Polinsky(2011,
pp. 147-152)를 참조할 수 있다. Bowles et al.(2008, pp. 396-404)은 기존
의 논쟁을 더 넓게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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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Shavell의 범죄(또는 형벌영역)론을
검토하자.

2) 범죄영역에 관한 경제이론
도덕철학적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하에서 Shavell은
범죄를 다음의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한다. “모든 이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쉽고 잘 정립된 범죄행위의 정의는 없다(There is

no simple, overarching definition of criminal acts)”(p. 540)라고
인정하면서도, 다음의 분류작업을 통하여 그 영역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피해규모’와 ‘고의성’, 및 ‘적발확률’이다.
첫째 그룹은 ‘막대한 피해’를 주려고 ‘의도된’ 행위로서 살인,
강간, 절도, 위조, 반역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전술한 대
로 좁은 의미의 범의라 할 수 있는) ‘고의성’을 강조하는데, 따
라서 미수에 그치더라도 여전히 범죄이며 반대로 의도되지 않
았다면 범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153) 위 도덕철학에 대
한 그의 비판으로부터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러한 주장의 근
저에는 ‘자산불충분성’이 있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큰 피
해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적발확률이 낮고 범죄자의 편익이 높
으므로 억지를 위한 제제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하는데 범죄자
153) 흥미로운 점은 설사 고의적이라 할지라도 소소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대
체로’ 범죄가 아니라는 Shavell의 주장이다. 그런데 옷가게에서의 절취행
위, 소액횡령, 재물손괴, 동물학대 등이 형사벌칙의 대상이라는 점을 상
기한다면 여기에는 좀 더 정치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장에서 필자의
생각을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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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산수준은 대부분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
자 간의 해결 또는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보다는 징역형 등의
형사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그룹은 막대한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나, 피해를

‘은폐(conceal)’하려고 한 행위들로서 뺑소니 운전자, 안전규제
위반을 한 후 그 증거를 은닉한 기업 등을 꼽고 있다. 위 첫 번
째와 다른 것은 피해규모가 막대할 필요 없고 단지 ‘실제로 또
는 잠재적으로’ 위해하면 되고, 그 피해를 고의적으로 계획하지
는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깔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적극적
은폐로 인하여 적발확률이 낮아서 억지가 힘들다는 측면이다.
따라서 Posner 이론에서처럼 낮은 적발확률은 자산불충분성 문
제의 심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가 대신 검거하되 은폐행위
에 상응하도록 처벌량을 높임으로써 억지를 할 수 있다는 의도
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논리이다. 비단 징역형
등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은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을 포함
하므로 억지효과가 제고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범죄자의 셋째 그룹은 위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행위들의
주체로서, 가령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당이나 과속운전
자 등을 포함한다. 이 셋째 그룹에 깔린 Shavell의 논리는 둘째
그룹의 것과 비슷하다. 즉 낮은 적발확률, 실제 또는 잠재적인
위해성, 또는 이 둘 모두의 특성을 갖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때
차이점은 낮은 적발확률이 위반자의 적극적 은폐 때문이 아니
라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여부를 알기 어려운 본래의 속성 때문
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주류를 주문하는 이가 미성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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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로 연령을 확인해보라는 비교
적 경미한 주의의무를 식당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를 위
반하면 형벌을 준다는 논리이다. 실제 또는 잠재적 위해성을 갖
는 행위의 예로서 과속운전을 들고 있다.154)
결론적으로, Posner와 Shavell의 범죄이론은 철저히 ‘억지론’
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두 이론 모두 고의성, 높은
피해규모, 고유의 혹은 적극적 노력의 결과로서의 낮은 적발확
률 등으로부터 태생적으로 발생하는 ‘자산불충분성’이 범죄화
논리구성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특히 Posner 이론에서는)
시장을 우회하여 강제이전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적
부의 이전현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부 또는 법원의 의지도
강조되었다.155)
154) 전술한 Posner의 마지막 세 그룹에 대한 설명에서처럼, Shavell의 이 셋
째 그룹에 대해서는 다른 두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설명이 명쾌
하지는 않은 듯하다. 가령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주문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먼저 (가령 성매매처럼) ‘희생자 없는 범죄’의 또 다른 예로서 미
래의 알콜중독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에 힘들므로
국가가 개입한다는 식의 (Posner 스스로 인정했듯이) 상대적으로 덜 완
성된 이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러한 아쉬움은 과속운전에도
적용된다. 과속운전이 야기할 잠재적인 피해가 실로 막대하다는 등의 추
가논리 내지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한 행정제제를 넘어 범죄화를 하는
데 대한 명쾌한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잉범죄화를 우려하는 학자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듯하다. 특히
성인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비교적 경미한 주의의무를 식당주인이 위반했
을 때에 과연 형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필자 역시 확신이 서지 않
으며, 이에 관해서도 후술한다.
155) 바로 이 부분에서 법경제학과 도덕철학의 형벌론들이 일부 중첩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후술 되는대로 법경제학자들은 그리 값이 나가
지 않는 물건을 탈취하기 위한 강도행위라 하더라도 형벌의 대상으로 간
주한다. 여기에는 ‘지극히 강제적인’ 부이전과 같은 행위를 허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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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회 내 큰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만약 강
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동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이어서 형벌로써 이를 막겠다는 취지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있으
므로 여전히 ‘억지론’이다. 이 가치의 훼손은 강도의 피해당사자나 그 소
식을 접한 친척 또는 이웃사람들을 훨씬 넘어서는 범사회적․동태
적인 피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이 범죄화 여부의 죄
책성(culpability)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간주된다. 한편, 도덕철
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켜야 할 도덕적 공동선에서 일탈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에
서 형벌을 부과할 것이다. 따라서 ‘응보론’에 해당한다. 다만 본문에서
후술 되는대로 이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가늠하고 상응하는 형벌을 산정
하는 작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장애물에 봉착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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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정의에 관한 초기 법경제학자들의 시각

가. 순환성, 추상성 및 외생성
법학, 법철학, 범죄학 등 학문분야에서 견지해온 범죄와 형벌
에 관한 시각에 대비되는 견해로서의 대표적인 초기 법경제학
적 연구를 제II장에서 소개하였다. 이어 제III장에서는 그에 관
한 최근까지의 법경제학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재구성해 본
다.156) 1960년대 말 Becker의 분석을 효시로 하여 본격적 논의
가 시작된 범죄와 형사벌칙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에서는 형벌
의 목적을 (크게 보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억지

(deterrence)’에 둔다. 따라서 “범죄란 무엇인가?”(즉, “형벌의 대

상은 어디까지인가?”), “범죄자의 유인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및 “법집행기관이 형사처벌의 강도와 조합은 어떻게 정해야 하

는가?” 등의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처벌 목적으로서의 억
지’라는 대전제 하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위 첫 번째 ‘범죄의 영역’에 대한 법경제학 연구는 아
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 필자의 잠정적 결론이다. 즉, 초기 경
제학자들은 대개 ‘범죄 =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식의 (순환적)
정의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157) 혹은 ‘범죄
156) 이하 제III장은 전반적으로 김일중(2012b)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맥락에
더욱 부합되도록 수정하되 여러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157) 제II장에서 설명한대로, 국내외 사전에도 이와 비슷한 정의들로서 ‘형사
처벌을 받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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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행위’ 등의 개괄적 정의를 하였거나, 또는 자신들의 논문
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위해행위의 범죄 여부는 이미 ‘주어진
것’ 또는 외생적으로 받아들였다.158) Hylton(2005) 역시 형사법
또는 형사정책 분야를 연구한 모든 법경제학자가 범죄의 영역
내지는 형벌의 대상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물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분야 연구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Becker(1968)이다. 범죄란 무엇인가의 주제보다는 주어
진 범죄집합을 전제한 후, ‘범죄자의 유인’이 어떻게 작동하며
그리고 ‘효율적 억제방식’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Becker 모형에 기반을 둔) ‘범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가 급속히 확장되었다. 가령 Kim et

al.(1993)에 상당부분 소개되었던 이들 연구들 중 ‘범죄의 영역’
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했던 논문은 없었다.159)
규정하고 있다. (“A crime is an illegal action for which a person can
be punished by law”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6th ed. 강조 추가); “An act that the law makes punishable

or the breach of a legal duty treated as the subject matter of a
criminal proceeding” (Black’s Law Dictionary, 강조 추가); “[법] 사회생
활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 가운데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벌을
가하기로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책 위법 행위” (국어대
사전, 1994, 강조 추가).
158) “The standard economic treatment does not define crime any more

rigorously than as a socially harmful event whose classification as a
crime is taken as a given.” (Parker, 1993, p. 744, 강조 추가).
159) 사실 ‘범죄의 정의’에 관한 논쟁은 외국의 법학, 도덕철학, 범죄학 등에서
도 그 역사가 유구하다. 관련문헌 서베이를 해보면 놀랍게도 이 순환성
(circularity)의 정의가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꽤 많이 통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20세기 초중반까지는 ‘범죄는  이다’라는 정의를
사용했으며  는 주로 행위의 유형이나 특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로
다양했던  들은(예: ‘공적인 권리 및 의무를 위반하는’, ‘일반인의 도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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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이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존 미시경제이론을
이미 전제된 범죄에 응용하려고 했던 전형적인 경제학자였다.
필자 판단으로는 범죄영역에 관한 심각한 고민은 (후술되는 대
로) 이미 실정법에 능통한 지식을 갖고 있던 법경제학자들인

Posner와 Shavell에 의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ecker의 범죄경제학과 관련하여 다른 큰 한 축
을 구성하는 문헌이 최적억지를 논의한 ‘공적 법집행(public

enforcement)’ 모형들이다. 이를테면 초기 Cooter(1984)를 거쳐
그간의 논의를 총정리한 Polinsky and Shavell(2000)에 이르러서
는 다루는 소주제들의 다양성과 이론적 합의가 거의 완성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문헌들에서 여전히 범죄는 대개 ‘위
해한’ 그리고 ‘그렇게 범죄화된’ 등의 표현으로써 이미 범죄화된
그룹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전개하였다.160)
그 밖에 범죄자의사결정모형 및 법집행모형 외에도 경제학자
들은 범죄와 관련하여 여러 주제들을 다루었으나 이들 논문에
서도 범죄의 정의는 다분히 추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순사회가치를 갖지 못하는(no net social value)’ 행위로 정의한
Tullock(1967)과 McChesney(1991)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런 논
정을 극심하게 훼손시키는’ 등) 거의 모두 현실설명력에서 비판을 받게
되며, 그 대안으로서 순환적 정의가 등장한다. 오랜 기간 각광받던 이
순환적 정의 역시 이후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비판범죄학(critical
criminology) 등으로부터 도전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정
의’는 아직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난제이며, 넓게 보아 제III장의
논의 역시 법경제학적 입장에서 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60) 이에 관한 주요 이론의 소개는 신도철(2011, pp. 316-326), 특히 행정규
제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김일중(2008, pp. 343-356)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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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의 세부주제(예: 절도의 속성을 갖는 지대추구행위) 자체를
탐구하는데 있어서는 이 정도의 정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의가 갖는 추상성 때문에 무수한 유형의 특정
행위들을 ‘새로이 범죄화해야 하는가’, 혹은 특정 행위가 ‘제대로
범죄화되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때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실 이제까지의 법경제이론을 총정리했다고 볼 수 있
는 Handbook of Law and Economics의 세부 장들 중 범죄와
형벌에 관한 두 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Polinsky and Shavell(2007)에서는 형벌의 부과를 포함한 각종
법집행을 다루었으나, 범죄에 대한 별다른 정의 없이 ‘위해행위

(harmful activity)’를 억지하는 메커니즘 관련 분석들을 열거하
고 있다.
이와 함께 법경제학계에서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실증분석들
이 Ehrlich(1973)을 필두로 하여 급격히 진행되었다. 소위 범죄
공급곡선의 추정이 그 주요 주제로 자리 잡았는데, 이제까지 주
요 학술지에 게재된 것만 수백 편에 이르는 듯하다(김일중‧변재
욱, 2012). 그런데 흥미롭게도, 약 35년간의 대표적 실증분석들
을 총망라했다고 볼 수 있는 Levitt and Miles(2007)에서도 범죄
의 정의 내지는 형벌의 대상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
았다. 단지 범죄행위의 존재를 전제한 채, 그러한 행위가 발생
하는 측면을 범죄학계에서는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 등과 같
은 생물학적 요소(biological factor)로써 파악하는 반면, “경제분

석에서는 오로지 범죄행위와 합법행위 간에 개인이 가지는 유
인을 통해 다룬다”는 차이만을 강조하고 있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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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80 년대 중반부터의 숙고
범죄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경제학자들이 상정하던 순환성, 추
상성, 외생성 등은 약 15년 정도 계속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
다. 그러다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소수 학자들의 노력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그들은 주로 ‘형사법의
영역(domain)’이라는 소주제 하에서 “왜 굳이 국가에 의한 형사

처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도덕적 규범이 아닌 ‘다
른 잣대’로써 설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의 ‘다른 잣대’는 후술
되듯이 행위의 경제적 속성 및 그 행위를 막기 위한 집행상 직
면하게 되는 또 다른 제반 특성들을 포함한다.162)
주지하듯 위해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은 매우 다양하
다. 따라서 법경제학의 기본시각은 사회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제재수단들 중에서 “특정 그룹의 위해행위들에 대해서는 왜 형

사처벌이 가장 적절한 제재수단이 되는가?”에 관한 질문에 답하
는 것이 더욱 소망스럽다는 생각에 있었던 듯하다. 더불어 전술
한 대로 법경제학에서는 그 형사처벌의 주요목적을 ‘억지(내지

161) “In the economic model, an individual’s endowments or characteristics

may affect the attractiveness of criminal opportunities relative to
legitimate ones, but no particular characteristic preordains criminal
activity.”(p. 461).
162)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도덕적 신념을 무시하자는 의미는 아니
었다. 그러나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는 도덕이라는 개념 속에 모든 것
이 함몰될 수도 있는 위험을 극복하고 좀 더 현실부합적인 설명을 제시
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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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지)’에 두고 있다. 이는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경제학
의 또 다른 개념인 ‘내부화(internalization)’와는 매우 상이한 개
념이다. 따라서 거듭 범죄는 ‘형사처벌로써 상대적으로 우월한
억지력을 담보해주는 행위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는 방법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유형의 행위들에 대
하여 형사처벌이 적절한 억지력을 갖게 되는가’의 질문으로부터

‘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는 물론 규범적으로 좀
더 설득력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특히 Posner(1985), Shavell(1985; 1993), Kaplow

and Shavell(2002), Hylton(2005), Bowles et al.(2008) 등 그간의
핵심 연구들을 바탕으로 ‘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법경제학 이
론을 정리해본다. 그 과정에서 필자의 생각을 ‘세 가지’ 측면에
서 (또는 방식을 사용하여) 반영해볼 것이다. 첫째는 다소 흩어
져 있다는 느낌을 주는 기존 주장들을 서로 연계하여 묶는 작업
이다. 둘째, 특정 학자들의 일부 세부이론에 대한 필자의 상이
한 논리들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비교의 형태로 서술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쾌히 할 것이다. 셋째, 긴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존
법학이론(특히 응보론)에서의 상응하는 논리들을 함께 제시하고
극히 일부이나 법제도 소개할 것이다. 여러 차원에서의 상호비
교를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주지하듯 이상의 질문들은 실체법의 맥락에서 본다면 당연히
형사법에 관한 것이다. 형사법은 크게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과 형벌의 대상과 양형을 규정하는 ‘형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장의 논의는 후자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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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규정하는 실체법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장의 논의
는 형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I장에서도 소개하였으
나 이어 제IV장부터 매우 자세히 논의 되는대로, 한국에서는 범
죄에 대한 실제 법집행은 형법에 규정된 ‘일반범죄(conventional

or customary crime)’가 아닌 각종 행정규제법률에 규정된 소위
‘행정범죄 또는 규제범죄(administrative or regulatory crime)’에
수치상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행정범죄
를 규정한 소위 특별법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요컨대, 본장에서는 일반범죄 대 행정범죄의 구분보
다는 더욱 원천적 개념으로서의 형벌의 목적, 대상, 및 그 강도
등을 주로 다루려고 한다.163)
본장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형사처벌의 목적에
관하여 논의한다. 우선 민사제재수단에 대한 형벌의 상대적 특
성에 관하여 개관한다. 그리고 지난 2세기 이상 전통적인 법학
계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두 가지 형벌의 목적인
응보론과 억지론을 간략히 소개한 후, ‘사회후생의 극대화’의 차
원에서 접근하는 법경제학적 접근이 기존이론에 상호보완적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제3절부터가 법경제이론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로서, 현재 범죄라고 불리는 위해행위들이 기존의

163) 물론 이러한 형사처벌을 집행하려면 그를 규정하는 실체법이 있어야 한
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부류의’ 위해
행위들을 관할해오던 (실체법으로서의) 불법행위법이 왜 부적절한가에
관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유익하므로 본장에서도 그 작업을 수행할 것
이다. 즉, 형사처벌이라는 원천적 개념을 다룰 것이지만, 형법과 같은 실
체법의 존재이유에 관한 논의도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

234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불법행위법으로써는 통제되기 힘든 이유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
한다. 즉,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논의
이다. ‘불완전 보상’과 ‘확장피해’라는 두 속성을 강하게 가질 때

‘내부화(internalization)’라는 불법행위법의 메커니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인다. 후반부에서는 특히 ‘확장피해’의 중요
성을 부각하며 ‘억지(deterrence)’ 메커니즘으로서의 형벌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제4절에서는 형사처벌과 범죄유형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심화․종합한다.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아
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모두 포함하여, 형벌의 필요조건들을
충족시켜 ‘죄책성(culpability)’이 인정되는 행위의 유형들을 구분
한다. 이에 따라 개념상 총 열 가지가량의 유형을 도출하여 현
실에서의 범죄유형과 연계시켜 본다.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범죄영역을 획정하는 최적 ‘범죄경계선’의 개념을 도출한다. 마
지막으로, 제5절에서 논의를 종합하며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특
히 본 연구의 주제인 ‘과잉범죄화’의 문제를 거론할 때 전술한
범죄경계선 개념이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될 것이다. 물
론 이 범죄경계선은 제IV장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될 과잉범죄화
논의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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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의 목적에 관한 시각

가. 형사처벌의 목적 : 다양성 및 중요성
형사처벌을 주관하는 기본 법제는 형법(criminal law)으로서
국가의 행위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
을 발휘한다. 주지하듯 형법 및 형사정책의 가장 기본골격은

‘형사처벌(criminal punishment)’이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
을 결정하고 그 처벌강도를 결정하는 일이 핵심인데, 특히 과연
어떤 상황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지침을 제
시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관한 학계의 탐구는 대표적인 법철학자들
중 한 사람인 Husak이 최근 표현한대로, “과연 어떤 사람의 어

떤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야 하는가(What would

permit the state to punish anyone for anything?)”(2008, p. vii)
라는 질문에164)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규정할 수 있다.
전통적인 법(철)학 이론에 따르면(예: Fletcher, 2007; Robinson,

2008; Husak, 2008 등)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는 민사법상의 제
재대상들과 다음의 두 가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남에게 피해

164) 만약 처벌이 허용된다면, 이제 ‘얼마나(how much)’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는 법철학에 기초한 응보론자들에게도 최소한 원천적
인 질문들에 있어서는 법경제학자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예로서, Robinson(2008)도 책 전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두
질문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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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는 범죄적 행위는 고의적(intentional)인 반면, 민사법상의
위해행위는 그 피해가 대체로 사고에 의해 또는 우연히

(accidental) 발생한다.165) ‘범의(criminal mind or mens rea)’라
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범죄행위의 ‘고의성’을 나타내는 법적 용
어이다. 둘째, 범죄에 의한 피해가 절대적 도덕관념 내지는 사
회구성원들의

신념에

의거할

때

큰

‘비난가능성

(blameworthiness)’을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범
죄의 피해가 ‘공적(public)’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따라서
기존 형사법이론은 ‘행위의 고의성(또는 범의)’과 ‘공공으로부터
의 비난가능성(또는 공적피해 속성)’에 근거하여 결국 ‘죄책성

(culpability)’의 정도를 판단해왔다.
즉, 위해행위들에 대한 최적 제재수단으로서의 ‘민사 대 형사
구분’을 위한 경계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죄책성이다. 전술한
논의에서는 ‘범의’를 ‘고의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주로 법학이나 범죄학) 문헌에서는 두 용어가 항상 동의
어로만 사용되지는 않는 듯하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고의성
이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피해를 의도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대개 이는 ‘범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하나의 필요조건에 그친다.
가령 둘 다 완전히 의도된 것이라 하지만 좀도둑과 면밀히 계획
165)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 = 고의, 민사책임 = 과실(우연)’이라는 엄격한
등식을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령 민사법상의
위해행위도 대체로 사고나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후술되듯 법경제학에서는 고의에서부터 과실에 이르기까지 주관적
구성요건들이 일련된 스펙트럼 위에 있다고 보되 고의가 과실보다 ‘죄책
성’을 더 높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과실범도 처벌받을 수 있
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여러 법(철)학자들도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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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살인의 범의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후자의 수준 내지
는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오랜 기간
주로 행위 당시의 정신적 요소(mental element)만을 지칭하던
범의는 현대에 들어와 그 ‘수준(levels)’을 거론하게 되면서 종종
행위자 심리상태 이상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이를 ‘죄
책성(culpability)의 유형’이라 부르기도 하므로 결국 일정 수준
범죄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잣대 역할도 하고 있는 듯
하다 (http://en.wikipedia.org/wiki/Mens_rea). 그럼에도 불구하
고, 논의에서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이하에서는 이 최종
잣대를 주로 ‘죄책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범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협의의 의미인 ‘고의성’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
한다.
요컨대, 형사법에서 ‘죄책성’은 일종의 최종잣대 역할을 하는
데,166) 그 정도가 클수록 범죄화의 확률 및 그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의 대상을 획정하고
그 강도를 정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논리적으로 보아 행
166) 참고로 미국 모범형법전에서 죄책성의 최소요건은 소위 ‘CAR(conduct
행위; attendant circumstances 관련정황들; result 결과)’라는 세 가지 요
소들로부터 시작된다: “Minimum Requirements of Culpability.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2.05, a person is not guilty of an offense
unless he acted purposely, knowingly, recklessly or negligently, as the
law may require, with respect to each material element of the
offense.” (Model Penal Code § 2.02(1)); “‘[E]lement of an offense’
means (i) such conduct or (ii) such attendant circumstances or (iii)
such a result of conduct” (Model Penal Code § 1.13(9)). 즉,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확실한 고의성 및 인지가 범죄의 필요조건이지만, (이후
후술되듯 소위 ‘엄격책임범죄(strict liability crime)’와 같이) 경우에 따라
서는 설사 고의적이라 하지 않더라도 범죄는 성립될 수 있다.

238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사되는 ‘형사처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의 주제를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다. 이는 모든 국가의 여느 다른 정책들에서도 항상 당
면하고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작업이다. 전통적인 법(철)학
이론에서 진행되었던 오랜 기간의 논쟁을 가장 간단히 요약하
면, 처벌의 목적은 크게 범죄의 ‘응보(retribution)’와 ‘억지

(deterrence)’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 주장되어 왔다.167) 전
자는 행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반면,
후자는 향후 범죄의 발생을 억지하겠다는 목적을 갖는다.
한편, 처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격리(incapacitation)와 재활

(rehabilitation)을 포함한 소위 ‘예방이론(preventive theory)’이
19세기 중후반부터 설득력을 얻어 여러 국가에서 형사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다. 물론 목적을 격리와 재활에 둔다면 논리적으
로 볼 때 처벌의 대상이나 강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우선 이 둘 모두 범죄회귀(recidivism)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배경과 제반특성에 근거하여 형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 과거의 고용상태가 범죄회귀 여
167) 제II장에서 설명한대로 영미권의 법학계 내에서도 (법경제학 이론처럼)
처벌의 목적이 ‘억지’에 있다는 주장이 1960년대부터 30년가량 갑자기
큰 호응을 받았으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18세기부터 꾸준한 지지자를
형성하던 응보론에 선두주자의 자리를 내주게 된다 (Robinson, 2008).
본문에서의 ‘전통적인 법(철)학 이론’은 바로 이 ‘응보론’을 의미한다. 국
내에서는 응보와 억지의 목적이 병존한다는 이른바 ‘결합설(절충설)’이
유력한 듯하다 (예: 김일수․서보학, 2006, pp. 728-730; 신동운, 2011,
pp. 7-8; 이재상, 2011, pp. 46-58 등). 한편 법학계의 억지론은 이하 설
명되는 법경제학의 억지론과는 죄책성의 판단근거, 형벌의 산정기준, 형
벌종류의 선택기준 등에서 사뭇 다르다. 사실 본장의 논의대상은 아니지
만 법학계의 억지론은 법집행기관의 유인 등에 관해서도 상이한 전제를
하고 있으나, 지면 제약상 이러한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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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높은 예측력을 제공한다고 전제하는 이상, 최근 몇 년간
실업상태에 있던 범죄자라면 형량은 길어질 것이다. 그밖에 성,
연령, 집안내력 등이 좋은 대리변수라면 그 요소들에 따라 처벌
강도를 결정하고자 할 것이다. 처벌원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주지하듯 격리론과 재활론 목적 하에서는 범죄자의 위험성이
관건이다. 따라서 본인의 적극적 선택이나 능력 때문이 아닌 한
살인미수에 그친 자도 살인범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결
론을 도출한다. (후술 되는대로 법경제학의 억지론에서는 미수
범에 대한 처벌강도는 더 낮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 두 목적은 억지론과는 다분히 다른 처
방을 내릴 수 있다. 우리 형법 [41조] 또한 형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
지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의 제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격리와 재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II장에서 설명한대로,

1960년대에 이르러 예방이론은 그 기본가정 및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문들로 인하여 (법학계 내의) 억지론과 그 후 응보론에
게 선도적 위치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Kaplow and Shavell,

2002; Fletcher, 2007; Robinson, 2008; Husak, 2008 등).
지난 2세기 이상 열띤 논쟁의 대상이자 현실의 형법체계에서
는 경쟁하면서도 함께 주장되어 왔던 이 두 목적들 중 어느 것
이 우선인가에 따라 처벌의 대상(및 강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기에 도덕철학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
아 발전해온 ‘응보’를168) 목적으로 삼는다면 형벌의 대상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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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되어야 할 행위’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향후
해당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 특히 감소의 다양한 방식들 중에서
도 ‘억지’가169) 주요 목적이라면, 형벌로써 ‘억지시켜야 할 행위’
들이 바로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 억지를 통한 후생극대화
이상의 주장들과 달리 범죄와 처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
식은 그동안 다른 모든 주제와 영역에서 그래왔듯이 ‘사회후생
의 극대화’ 또는 ‘범죄로 인한 사회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다. 바로 이러한 출발점 때문에 경제학적 시각에서 형벌의 명백
한 목적은 ‘억지’로 귀결된다. 물론 법학이론에 비하여 그 역사
가 매우 짧지만, (후술되는 것처럼) 법경제학적 이론은 우리 사
회에서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많은 통찰력
을 제공한다. 특히 처벌의 대상 및 강도에 관하여 더욱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
서 이하의 논의를 통하여 기존 법학이론과 상호 보완적이고 생
산적인 함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168) 주지하듯 처벌의 목적을 응보주의에 두는 시각은 Kant(1797)의 의무론적
(deontological) 윤리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Huigens, 2000, p. 944).
169) 역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이러한 생각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
인 주장의 근원은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에 바탕을 둔 Bentham(1781)
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후 Hume과 Holmes에 의하여 주장되어 온 것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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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범죄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에는 전통적인 이론과는 분
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다분히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
라지는 식의 논의를 하는데, 이와 같은 비용-편익 분석을 치정
살인, 폭행, 강간과 같은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
으로 보인다. 얼핏 보아 비용-편익 분석의 시각은 범죄 행위를
도덕성이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다루는 것과 다른 접근인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학적 시각이 범죄에 대한 도
덕철학에 근거한 법이론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결
코 아니며, 본질적으로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범죄 행위를 효
율적으로 억지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을 강
조하고 싶다.

“왜 범죄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처럼 일견 명
백할 수도 있다.170)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타인에
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대체로 민사적 분쟁으로 귀결된다.
즉, 민사적 제재수단이 기본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누군가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
해자는 불법행위법에 근거하여 상대지만 제소하게 된다. 바로
이 맥락에서 여러 법경제학자들은 불법행위법과 형법의 경계를
논함으로써 범죄화의 대상을 식별해내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이

170) 하지만 범죄화 곧 처벌의 목적은 전술한 대로 200년 이상 수많은 학자들
에게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큰 주제였다. 나아가 처벌의 목적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범죄화의 영역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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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지하듯, 불법행위법의 목적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야
기된 비용을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데 있다. 하지만 거의
확실히 (-)의 순편익을 줄 것이 자명하여 가급적 완전히 ‘억지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면 불법행위법은 여러 측
면에서 불충분한 통제장치가 된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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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의 존재이유 및 확장피해 개념의 중요성

가. 불법행위법의 부적절성 및 불충분성
1) 형벌에 대한 기능적 설명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대표적 실체법인 형법의 존재이유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류의 위해행위들은 불법행위법이 제대
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이
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171) 대표적으로 법경제학
계의 가장 초기 논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Shavell(1985)의
범죄이론을 매우 짧게만 개관하자.172) 일단 Shavell은 범죄 또
171) 그중에서도 Posner(1985), Shavell(1985; 1993), Klevorick(1985), Friedman(2000)
등이 대표적이다.
172) 이는 Posner(1985)와 함께 Columbia Law Review에 게재된 논문인데,
법경제학적 시각으로 볼 때 핵심논리는 유사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존재
했다. 본문에서는 이 논문과 이후 자신의 추가적인 생각들을 재정리한
Shavell(2004, pp. 540-550)에 근거하여 간략히 논의한다. 한편
Posner(1985) 역시 ‘실체적(substantive) 측면’이라는 주제로서는 법경제
학계의 최초 논의 중 하나이다. 저자는 논문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T]he substantive doctrines of the criminal law … can be given

an economic meaning and can indeed be shown to promote
efficiency” (p. 1194). 그리고 논문의 목적은 “to derive basic criminal
prohibitions from the concept of efficiency” (p. 1195)로서 효율성이 핵
심이다. 그러나 Posner는 당시 최초로 시도되는 이 노력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조심스러운 태도도 보였다. “I certainly do not want to be

understood, however, as arguing that every rule of the criminal law is
efficient, or that efficiency is or ought to be the only social value
considered by legislators and courts in creating and interpreting the
rules of the criminal law.” (pp. 1194-1195). 이 두 학자의 이론에 관해
서는 제II장의 <부록>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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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도덕철학적 이론이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소위 ‘기능적(functional) 이론’에 비하여 현실설명력이 작다
는 인식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 가장이 굶주린 가족을 위
해 10만 원 어치의 음식을 훔치는 행위와 자신이 만든 제품이
갖는 결함위험(분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으면
서도 충분히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중 한 제품의 결함으로 사
고가 발생하여 여러 사상자를 야기한 제조회사 사장의 경우를
비교한다. 대개 일반인들은 후자를 더 많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 행위는 절도로서 범
죄이며 후자는 불법행위법(예: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배상책임
을 지게 된다. 도덕철학은 이렇게 ‘현실설명력’에서 그 우월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도덕철학적 접근에 대한 Shavell 교수의 두 번째 비판도 흥미
롭다. 이 역시 실제 존재했던 현상에 대한 관찰로부터 비롯된
다. 그는 인류역사상 현재처럼 형법과 불법행위법이 엄격히 구
분된 것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런데 예전에
는 심지어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현대의 범죄들이 대부분 불법
행위법(즉, 주로 금전적인 배상방식)으로 통제되었던 사실을 도
덕철학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주지하듯 살인이나
강간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임에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와서야 그러한 위해행위들이 굳이 형사처벌
의 대상으로 된 배경을 도덕철학은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다는 반박이다.
반면 기능적 이론은 이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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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현재의 익명성이 짙고 독립․분화된 사회와는 달리 과거
에는 폐쇄적이고 지역․혈연적으로 연계성이 높았다는 점에 주목
한다. 따라서 만약 절도나 강도행위를 저지르면 지역사람들에게
쉽게 발각되었으므로, Shavell(1984a)에서 명명한 소위 ‘책임으
로부터 회피(escaping liability)’의 문제가 작았다. 한편 종종 본
인이 배상액을 감당하기 힘들면 연계되어 있는 그룹(예: 가족)
에게

공동배상을

명하였으므로

소위

‘자산불충분성(asset

insufficiency)’ 문제도173) 작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종합하면, 현
대사회에서 발발한 범죄화 현상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생된 현상이며, 따라서 범죄와 형
사처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도덕철학론에 대한 Shavell의 위 두 번째 비판에는 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의 지적대로 ‘범죄는  이다’라는 정의
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독립적으로 태동된 것은 아니라는 것
이 필자의 판단이다. 주지하듯 그 역사적 유구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최소한 영미법에서 불법행위(tort)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
173) 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향후 제소당한 후 피해자에게 배상할 자
산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면 (어차피 잃을 것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의
유인이 더 커진다는 문제를 의미한다. 학계에서는 종종 ‘judgement
proof’ 문제라고도 불리며, 이에 관해서는 이하에서 좀 더 논의한다. 한
편, 이러한 공동책임 관행은 한편으론 그룹구성원들에게 평소 해당 위해
행위들에 대한 억지의 압력으로 작동했을 것이라고도 Shavell은 판단한
다. 따라서 절도를 억지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규모가 전반적으로 낮아지
므로 절도를 불법행위법의 관할에 두더라도 대부분 충분한 억지력을 발
휘하였을 것으로 Shavell은 추론한다. 또한 과거에는 감옥을 짓고 죄수
들을 감독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노동
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였으므로 수감된 죄수들의 노동력 역시 큰 기
회비용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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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예컨대 Landes and Posner(1987)는 전통적으로 ‘타인에
위해한(tortious) 행위의 전체집합’을 불법행위라고 정의한다.174)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범죄의 정의 또는 영역을 논하
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특성’ 내지는 (다른 제재방식들에 대
한) ‘비교우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 필자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본
다. 먼저 형법의 기능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가령 “특정
인이 적법하게 주차시킨 차를 누군가가 뒤에서 들이받아 완전

히 망가진 상황과 도둑이 특정인의 차를 훔쳐간 상황의 차이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차의 주인은 차를 잃게 된다. 하지만 대개 전자의 상황은
사고로, 그리고 후자는 범죄로 구분된다. 법 이론에 따르면 불
법행위법은 우연히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형사법은 의
도적으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된다. 환언하면 특
정인이 우연하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과실(negligence)로 인정
되는 경향이 강하고,175) 반면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
우에는 죄책성이 있는 경우로 처리된다.

174) “… 불법행위(a tort)는 광범위한 잘못된 행위들을 포함한다. 화가 나서

타인을 폭행한다든지(battery), 차를 부주의하게 몰아 인도로 뛰어든다든
지(negligence),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다든지
(trespass), 남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행위(defamation) 등이 대표
적 예이다.” (Landes and Posner, 1987, p. 1).
175)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다분히 사고성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일부도 때로는
형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후술되듯이 이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판단
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과실범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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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성, 불완전보상 및 확장피해
요컨대 형사법에서는 거듭 ‘고의성’이 핵심 역할을 한다. 이는
전통적인 법학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대표적
인 법경제학 교과서 중 하나인 Cooter and Ulen(2008, p. 487)
은 행위자의 심리상태(state of mind)에 관하여 다양하게 구분하
였다.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의도를 ‘경미한 실수를 한(careless)’,

‘태만한(negligence)’, ‘부주의한(reckless)’, ‘고의적(intentional)’
그리고 ‘잔학성을 띤(cruel)’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고의성’을
넘어 ‘잔학성’을 띤 행위일수록 형사제재를 통하여 징벌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Bowles et al.(2008, p. 392, p. 399) 역시 Cooter and Ulen(2008)
과 유사하게 범죄자의 의도에는 단계적 차이(gradation)가 있다
고 말하며, 위반행위의 의도성 정도를 설정한 후 행정제재와 형
사제재를 부과 받는 행위를 구분하였다. Svatikova(2009, p. 5)
역시 의도에는 범위(range)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의
성이 연속변수라는 앞서 필자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현실에서
이 연속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
점에서 Parker(1993)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는

‘위반자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정보비용(actor’s
self-characterizing information cost)’으로써 고의성(또는 협의의
의미에서의 ‘범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
령 위반자 입장에서 특정 행위가 처벌의 대상인지 모른다면, 행
동을 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비용이 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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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위반자가 특정 행위가 범죄인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면,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위반자의 정보비용’이 적을수록(0에 가까울수록) ‘범의’의 정
도가 더 강하다고 Parker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앞의 완전히 파손된 자동차 예로 돌아가 보자. 사고
를 일으킨 사람(혹은 그의 보험회사)은 자동차 주인에게 피해액
만큼을 정확하게 배상할 것이므로 자동차 주인은 새 차를 구입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해자는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고의 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주의
수준을 높여서 더 신중히 혹은 적어도 덜 위험하게 운전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176) 효율적인 불법행위법 체계는 이러한 내
부화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행위법은 사고를 다루는데 있
어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유형의 위해행위들은 위의 불법행위법 체계를
통하여 적절히 내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의 집
에 도둑이 침입해 귀중품이 사라지고, 창문이 깨지고, 자물쇠가
망가졌다고 하자. 집주인 A는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추
가적으로 A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쾌감, 이런 일이 또 발생
할 염려로 인한 불안감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피해도 함께 입
게 될 것이다. A의 집에 침입한 도둑은 A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선물이나 집안의 가보 등 주관적 가치를 갖는 물건을 가져갈
176) 물론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서 피해를 일으킨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실
제로 전달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불법행위법 역
시 ‘보상’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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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A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혀 중
태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잔인한 강도나 강간, 심한 폭행 등이
그 예이다.
해당 범죄자가 검거되는 경우 물질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
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던 물
건이 손상된 경우 그 총피해는 (소송을 통하더라도) 회복할 방
법이 거의 없다. 특히 ‘안전하다는 느낌의 상실(loss of a sense

of security)’이라는 피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177) 보상
규모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바로 이 손실
감(즉, 안전의 상실감)이야말로 불법행위법이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강도나 강간에도 정확히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요컨대 ‘보상의 불완전성’이 불법행위법의 부적절성에
깔린 첫 번째 주요 근거가 된다.178)
177) 주지하듯, 거의 모든 법경제학 교과서들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불법행위
법에서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불완전 보상(incomplete compensation)
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불법행위법에서도 비금전적 피해를 정
확히 평가하지 못하는 것은 늘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따라서 ‘안전하다
는 느낌이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이 본문의 논의에서
더욱 관건으로 보인다. 가령 상대방 실수로 자동차 사고가 한 번 일어났
다고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몹시 불안해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178) 이러한 손실감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을 통하여 일일이 완벽한 배상을 시
도할 때 소송당사자들에 의하여 야기될 각종 부작용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불완전 보상’ 논리는 고의성 조건과 결합하여 우리
사회 많은 종류의 범죄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또 다른 유형의 많은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
력이 작다는 생각을 필자는 자주 한다. 경제법에 포함되는 많은 형사처
벌조항들이 그 대표적 예이다.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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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인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같
이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넘어 주변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하자. 강도사건의 발생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주민들은 불안함으로 인해 그전에 비해서 외출을 삼가게
될 것이고, 생활이 덜 자유롭다고 느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주
민들은 안전설비(추가적인 잠금 장치와 경보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게 될지도 모른다. 나아가 이러한 범
죄는 그 범죄가 발생한 주변지역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범죄발생빈도가 증가하는 현상
은 현재의 사회체제, 특히 기본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
범 및 규칙이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수준은 얼마인지
에 관한 정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만약 이와 같
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역시 불법행위법을 통한 내부화체
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요컨대 ‘확장된 공적 피해’가
불법행위법의 부적절성에 깔린 두 번째 근거로 법경제학 교과
서 등에서 많이 거론된다.
이러한 ‘확장된’ 또는 ‘공적(public)’ 피해를 불법행위법으로써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명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더
대상으로 포함된 여러 범죄행위들은 (정신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
은 아니겠으나)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면에서 그 피해가 국한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입찰담합도 그러하고 시세조종도 그러하다. 따라서 특히
전형적인 경제거래 분야에서의 범죄화(및 그 정당성 여부)를 논할 때에
는 ‘불완전 보상’ 논리보다는 후술되는 ‘확장피해’ 논리 및 그와 연관된
‘자산불충분성’의 논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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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화된다. 첫째, 합당한 지불 없이 남의 물건을 취하려는 사
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숨기려는 극히 자연스러운 경향을 갖
는다. 이로 인해 적발확률(   )이 1보다 작다. 따라서 추구하는
억지효과를 가지려면 적발된 범죄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처
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불법행위법은 그 본질적인 목
표인 피해의 내부화를 이루기 위해 가해자의 지불능력(ability to

pay)을 전제한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지불능력이 없다면 피해
내부화는 실현될 수 없다. 이른바 잃을 것이 없으므로 해당 행
위자에게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범죄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불토록 하거나 또는 애초 범죄행위를 억지하기 위
해 가령 구금과 같은 다른 수단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즉,
낮은 적발확률과 행위자의 낮은 지불능력은 독립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불법행위법을 무력화시킨다. 이른바 ‘자산
불충분성(asset insufficiency)’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
로서, 아마도 이것이 전통적인 형법이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
는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179)
179) 이 자산불충분성 논리는 Posner(1985) 및 Shavell(1985)에서 강조된 이래
법경제학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때로는 범죄에 대하여 불법행
위법이 적절한 억지수단이 되지 못하는 데는 ‘자산불충분성’이 가장 본질
적인 이유라거나 또는 형사법은 주로 지불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한 통제
수단이라는 주장 등도 종종 조우한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지어 징벌배상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러한 자산불충분성이 없을
경우 형벌의 필요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 형벌에서
금전적 처벌 또한 작지 않은 역할을 하는 바, 자산불충분성만으로는 벌
금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요컨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대부
분 국가에서의 형법이 자산불충분성만에 의존하여 운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산불충분성의 설명력은 매우 높지만 형벌이론의 ‘매우
큰 부분’이라 간주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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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1) 특정 행위가 ‘불완전 보상’과 ‘확장피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강하게 갖게 되면 내부화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하
는 불법행위법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2) 더불어 행
위자 그룹의 고의성이 전제되고 사적 편익이 (확장피해까지 포
함한) 피해총계보다 확실히 작다고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피해내부화보다는 완전한 억지가 바람직하다. 이상의 1)과 2)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다양한 제재수단들 중 가장 비교우위
를 갖는 것이 바로 형사처벌이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가 형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법
경제학 교과서들에서 소개되는 수준의 설명이라고 보아도 무방
하다.180)
180) 제II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상의 기본적인 법경제학적 논의에 대
해 비판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한다. 가령 Dau-Schmidt(1990)는
형벌을 통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가 가치를 두는 선호를
형성하게 하는 측면을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유사하게
Kahan(1998)은 형벌이 일종의 사회공동체적 의사표현이라고 주
장하며, 형벌의 역할은 범죄의 억지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가치
를 두는 사회적 의미를 구현함으로써 일종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측면들은 후생경제학적 방식을 취하였
던 가령 Kaplow and Shavell(2002, p. 371)이 인지한 바처럼 결
국 개인의 각종 선호를 모두 취합하여 구성한 사회후생함수를 통
해 최적법집행을 모색한다는 아이디어 속에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본장에서도 후술되는 ‘확장피해’의 개념을 통해서 사
회선호나 규범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거듭, 도덕적 비난가
능성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산불충분성은 현
행 형법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응보론자들도
많다 (Husak, 2008, p. 183). 나아가 법경제학이론에 대하여 가
장 흔한 비판은 “Becker 식의 ‘합리적 개인의 선택’으로써 범죄문
제를 다룰 수 있는가?”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비현실적 전제를
하는 법경제이론의 유용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다 (Fletcher,
2007, p. 59). 그런데 이 비판은 비단 범죄뿐만 아니라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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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법행위법의 부적절성 자체가 곧바로 형벌의 정당화
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형벌대
상으로서의 정당화’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위 1)의 두 가지 속
성들도 알고 보면 결국 ‘피해의 총계’라는 하나의 변수로 통합할
수 있다. 전자의 불완전 보상은 불법행위법에서도 종종 나타나
는 문제라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또한, 설사 불완전
보상이 확실히 존재하더라도 곧바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비형사적인 개입(예: 과징금이나 비금전적 행정
제재)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확장피해에도 동일
한 논리가 적용된다. 어느 정도의 확장된 피해분에 대해서는 역
시 비형사적 제재수단으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야기하는 직접적인 피해, 불완전한 보상분, 및 확장피해들의 ‘총
계’가 평균적으로 상당히 클 때 비로소 이를 원천적으로 억지하
고자 형벌이 필요하게 된다.181) 환언하면, 초기 법경제학자들은

<그림 III-1>에 표시된 것처럼, 형사처벌을 통해서 비로소 효과
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위해행위의 집합을 범죄로 정의함으로

의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하여 경제학이 직면한 도전이었다. 이는
경제학 자체에 관한 의문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 언급은 하지 않는다. 다만 본문의 모두에서 적시한대로 법경제
학 이론으로써 범죄와 형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
는 경제학적 숙고를 통하여 기존이론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더 크
다. 예를 들어 소위 ‘격정범죄(crimes of passion)’까지 통상의 합
리성 모형으로 설명하려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에 대부
분의 법경제학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181) 총피해가 커야 한다는 것이 형벌대상이 되기 위한, 즉 죄책성을 결정하
는 중요한 한 가지 필요조건이 되며, 이에 관해서는 이하에서 다시 상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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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더욱 적절한 기능적 설명방식을 제시하였다고 사료된다. 이
하에서는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회후생손실로서의
확장피해’에 관하여 좀 더 검토한다.
<그림 III-1> 불법행위법의 부적절성 및 불충분성

나. 사회후생손실로서의 ‘확장피해’
앞서 언급된 ‘확장피해’는 형사처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 또는 후생의 손실이 때로는 행위의 피해당사자에 그치
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효과는 장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시공을 넓혀 (-)의 외
부효과를 확장할 수 있다. 당연히 민사적 제재수단들 특히 불법
행위법 하에서 행위의 가해자는 그러한 제반 ‘공적 비용’을 감당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면 반드시 억지되어야 할 행
위들이 발생될 여지가 커진다. 특히 이 공적 비용의 개념을 점
점 확대시켜 보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는 기본권
들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예: 연쇄살인사건, 인신매매, 선
거결과조작 등) 이러한 외부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확장피해’와 관련하여 법경제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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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원리

(property rule)의 우월성이 원천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다. 따라
서 거래비용이 낮을 때에는 재산원리를 사용하여 거래를 시장
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는 Coase(1960) 및

Calabresi and Melamed(1972) 이후 널리 알려진 법경제학의 기
본명제 중 하나이다(김일중, 2008, pp. 187-206). 그렇다면 이
명제로부터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책임원리(즉, 손해배상방
식)에만 의존하는 불법행위법이 부적절하다는 명제 또한 자연스
럽게 도출할 수 있다. 불법행위법은 한 개인이 타인의 자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것을 가로챘을 때, 합당한 대가를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책임원리에 기초한다. 반면 재산원리 하에서는
개인이 동의 없이 타인의 자산을 절취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높지 않을 때 재산원리는 자발적인 협상을
유도하게 되어 거래가격이 정당한 시장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지게 한다.

Harrison and Theeuwes(2008, p. 375)의 예를 들어 보자. A
가 자신의 차고에서 고풍스러운 1966년 식 자동차를 닦으며 광
택을 내고 있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B가 A에게 그 차를 얼마정
도로 여기는지 물었다고 하자. A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B에게

7,000만 원이라고 말했고, B는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A는
자신의 차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차가 있던 자리에는 6,000
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이 놓여있었고, 거기에는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 당신 차의 정당한 가격은 6,000만 원입니
다. 당신과 거래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적혀있는 메모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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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엄밀히 따져보면 B가 임의로 재산원리를 책임
원리로 바꾼 것이다. 즉, B는 A의 동의를 위한 협상 대신에, 차
를 그냥 가져가고 A가 느끼는 가치와 상관없는 시장에서 결정
된 가격을 지불한 것이다. 전술했듯 재산원리는 거래비용이 낮
을 때 효율적인 거래(위의 예에서는 ‘판매’라고 볼 수 있음)를
유도한다. 반면에 ‘가져가버린 후 시장가격 지불하기’ 방식은 A
가 차를 가지고 있었을 때 느끼던 효용보다 더 감소했으므로

Pareto효율성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가져간 후 지불하기’ 방식은 Kaldor-Hicks 효율성 기준으로 보
아도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래 후 A와 B의 부
수준의 합계가 증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거래비용
이 낮은 상황에서 효율성은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
해서 더욱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법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져간 후 지불하기’ 방식은 여전히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
법경제학 교과서들에서 사용되는 위와 같은 예제들의 근원은

Posner(1985)의 다음 주장이 아닐까 싶다. Posner는 이런 상황
에서 법집행기관의 능력을 감안하여도 책임원리는 열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령 절도와 같이 ‘순전히 강제적 이전’ 행위
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권리의 이전은 (거래비용이 막대하지 않
을 때) 가급적 시장거래를 통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처벌이 아
닌 다른 방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편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제재를 생각해보자. 강제적 이전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제소하면 배상액은 결국 법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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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은 해당 재화 또는 권리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대체로 시장가격을 참조한다. 문제는 원래의
주인이 대개 대내한계구매자(intra-marginal buyer)이어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결국 법원은 원래 소
유주가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측정하기에는 결코 비교우위가
없다. 따라서 만약 배상액을 시장가격에 준하여 결정하면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부가 이전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
과를 촉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의 주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강제적인 부의 이전과 같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사회구
성원의 신념을 반영한 목적으로도 상정할 수 있다. 만약 소소한
강도라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믿음이 훼손되고 향후 매
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182)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범죄발
생빈도가 개인 및 사회전체의 후생함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
정해보자. 증가하는 범죄율은 불안감을 초래하고 개인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범죄가 만연한 사회는 경제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마피아들이 한 지역을 점령하여 상인들과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갈취한다고 하자. 지역경제가 결코 번창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사업 활동과 소득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
것이며, 사회에 만연한 두려움과 불신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후
182) 사회가 확립해놓은 거래구조(transaction structure)를 지키려는 취지에서
범죄화한다는 Klevorick(1985)의 주장도 본문의 설명과 일맥상통 한다.
Kaplow and Shavell(2002)의 후생경제이론에서도 본문의 주장은 적극적
으로 수용되었으며, Hylton(2005) 역시 매우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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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
거듭 거래비용이 낮을 때 특정거래가 시장을 거치도록 형사
처벌을 사용한다는 명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필자는 이
논리가 거래비용의 낮고 높음의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즉, 기본권에 해당할수록 국가가 설사 거
래비용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최대한 시장거래를 강하게 유도
하려는 국가의 의도에서 형사벌칙이 정당화된다.183) 이는 사회
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규칙이 필요하다는 명제
와 거의 같은 맥락이다. 규범은 대개 종교와 철학적 원리에서
나온 도덕적 가치에 근거한다. “살인 하지 말라”와 “도둑질 하지

말라”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법으로 성문화한 보편적인 규범이
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형벌
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관건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확고한 사회규범을 훼손하
는 이 ‘확장피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주
지하듯 현재 논의 중인 확장피해는 응보론에서 핵심적인 비중
을 차지했던 ‘도덕적 비난가능성’이나 ‘잘못의 정도(degree of

wrongfulness)’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사회규범 내지는
공공선을 손상시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II장에서
설명하였듯, 대표적으로 Kaplow and Shavell(2002, pp. 304-306)
183) 다만 거래비용이 명백히 높았던 상황에서의 부의 이전(예: 며칠 동안 굶
주린 등산객의 주인 없는 산장 무단침입 또는 항구 주인의 만류에도 불
구하고 폭풍우 위기 하에서 자신의 배를 정박시키려다 야기한 시설파괴
등)은 예외가 될 것이다. 우리의 형법 [22조 ①] 등이 대표적 예이다. 판
례를 보면 이런 경우는 형벌보다는 민사적 구제수단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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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이 관련 논의를 할 때 살인이나 강간 등
주로 대표적인 흉악범죄의 예를 들지만 정작 처벌을 받아야 할

‘잘못된 행위’의 실질적 정의를 적절히 내리지 않아서 범죄의 대
상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물론 법집행을 위해서는
이제 ‘잘못의 정도’까지도 측정해야 하는데 이는 난이도가 한 단
계 더 높은 작업으로서 응보론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제시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18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적 개념을 사용하면 ‘확장피해’의
규모를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다. 가령 후생이라
는 ‘단일 단위(metric)’를 통해 강도행위가 야기하는 사회 내 후
생손실을 측정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행위의 빈도가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사회후생을 더욱 크게 손상시킬수록 확장피해는 커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생손실을 금전적으로 전환하면 확
장피해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184) 더불어 설사 잘못의 정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최종 법집행을 위해서는 이
제 ‘처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런데 전통적 의미의
응보론에서는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잘못과 처벌 사이에 대체로 1:1의
관계를 상정하지만, 전자를 후자의 단위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논
의는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어 Kaplow and Shavell(2002, pp.
318-352)은 응보론과 억지론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몇 가
지 수치예제들을 후생경제학적 입장에서 검토한다. 먼저 가장 단순화된
상황을 전제할 때 응보론이 제시하는 ‘공정한 처벌수준’을 사용하면 억지
효과는 물론 사회후생을 낮추며, 그룹별로는 오히려 범죄자 그룹의 효용
만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좀 더 현실을 반영하여 처벌수준에 관계없
이 일정 수준의 범죄는 항상 발생하고야 마는 ‘불완전 억지의 상황’ 및
‘무고한 자를 잘못 처벌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후생이론에 입각한 억지
론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거듭, 공정성에 대한 순
수 응보론적 해석은 일정수준 사회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다른 상식적 의미에서는 오히려 불공정성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사회후
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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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피해를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나 필자는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응보론의 접근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충분히 계산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예
를 들어, 경제학에서 종종 사용되는 ‘보상변량(compensating

variation)’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당신은 지역사회에서 이

렇게 강도가 발생해버린 점에 대하여 얼마를 보상해주어야 허
용되지 않던 예전과 같은 수준의 효용으로 복원될 수 있겠는
가?”의 질문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대표 표본(입법자, 법관, 일반
시민 등)의 답을 구한 후 총계를 계산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해당 강도행위로부터 야기된 ‘확장피해’의 추정치이다. 거듭 답
변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그 총계를 구하는 작업 등은 쉽지는 않
을 것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필자는 판
단한다. 참고로 ‘확장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소위

‘균등변량(equivalent variation)’ 개념을 사용하여도 근사치를 구
할 수 있다. 즉, “당신은 이와 같은 강도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사는 대가로 당신의 소득에서 얼마를 지
불할 의사가 있는가?”의 질문을 똑같이 사회구성원의 대표 표본
에게 할 수 있다.
거듭 이는 결코 수월하지 않은 작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현실적 제약과는 별개로 죄책성을 결정하는데 핵심요소인

‘확장피해’의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방
식이 제공하는 유익함은 명백해 보인다. 이하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조건들 및 범죄의 유형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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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벌대상의 필요조건과 범죄유형: 법경제학적 시각의
종합

이제까지 논의한 형벌대상 관련 법경제학적 시각을 종합하고
핵심원칙을 재강조해보자. 우선 필자가 상정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들을 생각해보자. 형벌의 대상을 결정할 때 ‘형벌목적’
과 ‘죄책성’이 두 가지 중요 요소라고 판단한다. 법경제학에서 형
벌의 목적은 억지에 있으므로 응보나 기타 목적과는 당연히 구
별되어야 한다.185) 다음에는 죄책성 또는 그 정도를 결정하는 요
소들이 중요한데, 이상의 논의에서도 보았듯이 법경제학적 접근
방식에서는 해당 행위가 야기한 총피해, 고의성, 자산불충분성
등이 죄책성을 결정하는 대표적 요소들이다. 결론적으로, 법경제
학에서의 형벌의 대상, 즉 범죄는 그러한 ‘죄책성이 커서 다른 제
재수단보다 형벌로 더욱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하 몇 가지로 구분한 ‘형벌(punishment) 관련
기본정리’들을(P1~P4) 통한 다양한 그룹의 행위들에 관한 논의
185) 형벌목적을 가령 응보에 둔다면 그 이론의 핵심논리에 근거할 때 형벌의
대상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다수가 의도적으로 총을 발사했으
나 결국 단지 한 사람의 총알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사한 모든 이가 살인을 한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수에 그친 행위 역시 완료된 범죄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반대로 범행 당시 가해자의 여러 제약조건들을(예: 강박, 궁박,
정신상태 등)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평가하므로 심지어 처벌의 대상으로
부터 완전히 면책될 수도 있다.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이 가질
억지효과나 비용효율성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거듭 이러
한 다른 목적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제I.4절 및 제II장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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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향후 국내에서 기존 형벌조항들을 평가할 때에는 물론, 새
로이 형벌을 도입할 때(즉, 범죄화 여부), 또는 과잉형벌제도를
폐기할 때(즉, 탈형벌화 여부)에 유익한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가. P1: 형벌대상에 대한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행해진 특정 행위가 ‘불완전 보상’
과 특히 ‘확장피해’의 속성이 존재하면 형벌이 적절한 억지 메커
니즘이다. 그런데 불법행위법으로 통제하기 힘든 이 두 가지 장
애물은 결국에는 ‘총피해규모’에 관계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86) 따라서 그간 법경제학자들이 매우 강조해 온 적발확률
및 가해자지급능력을 반영한 ‘자산불충분성’은 (결코 전부가 아
니지만) 범죄화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이하에서는 <그림 III-2>와 함께 최소한 10가지 이상 되는 다양
한 유형의 위해행위들이 갖는 각각의 죄책성을 검토해본다.

나. P2: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범죄
형법에서 자주 거론되는 ‘죄책성’은 크게 ‘고의성’과 ‘총피해규
모’에 의해 동시에 결정되며,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비로소 형벌
186)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대로 특정 행위가 야기하는 통상의 직접적인 피해,
불완전한 보상분, 및 확장피해들의 ‘총계’가 평균적으로 상당히 클 때 비
로소 이를 원천적으로 억지하고자 형벌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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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된다.187) 이를 반영하여 <그림 III-2>에서는 ‘고의성’
과 해당 범죄에 의한 ‘직접피해(및 그 기댓값)’의 두 가지 요소
들이 각 축에 표시되어 있다. 두 축과는 별개로 범죄화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불완전보상분’ 및 특히 ‘확장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그룹은 진한 음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죄책성
은 일반적으로 마치 등고선을 올라가듯 우상향으로 갈수록 증
가하지만, (2차원의 그림으로 표기하기 쉽지는 않으나) 확장된
피해가 큰 경우(예: a, b, f)에는 여전히 죄책성이 높다고 전제한
다. 결론적으로 원점에 볼록한 범죄경계선의 우상향 위치에 존
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죄책성이 높을수록 원점에서
멀어질 것이다. 먼저, 피해가 이미 발생된 상황들에 대해 살펴
보자.

■ P2-1: 죄책성과 고의성이 높은 경우
우선 <그림 III-2>의 a 그룹에 해당하는 (계획된) 살인, 강도,
강간, 폭발, 방화, 반역 등의 죄책성은 매우 클 것이다. 고의성
도 너무나 자명하고 총피해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들 범
죄들의 피해자들이 받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확장피해도 매
우 높다고 판단되어 a 그룹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사실 법학
계에서 그 동안의 관련 문헌들은 바로 이 그룹에 해당하는 범죄
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는 법경제학계에서도 마
187) 주지하듯 원래 ‘고의성’, ‘총피해규모’, 및 그 결과인 ‘죄책성’ 모두 연속변
수의 형태를 띨 것이지만, 본문의 여러 곳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있다/없
다’ 또는 ‘높다/낮다’ 식의 이분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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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였고 따라서 의견의 일치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환언하
면, 연구자들이 별 이견 없이 범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죄들
이었고, 아마도 이것이 ‘형벌의 대상’에 대한 법경제학자들의 숙
고를 다소 늦추는 요소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는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는 이론에 따라서 상이한 견
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강하게 준다. 총피해, 확장피
해, 불완전보상 및 고의성 등에서 이들과 다른 속성을 갖는 불
법행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a' 그룹은 직접피해 및 확
장피해가 크고 고의성도 일정 수준 높은 경우로서 강력흉악범
죄는 아니지만 사기, 횡령, 뇌물수수, 배임 등 일반인들에게 익
숙한 무척 다양한 종류의 범죄들이 포함될 것이다.

■ P2-2: 미수에 대한 처벌
다른 제재수단들에 비하여 형법이 갖는 현저한 차별성 중 하
나가 주지하듯 (특히 a

그룹에 속하는 범죄들의)

‘미수

(uncompleted attempt)’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먼저 미
수의 고의성은 명백하다. 한편 미수가 야기하는 직접적인 피해
는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살해 목적으로 총을 쏘았으나 빗나갔고 피격자가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면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188) 그러나 총알이 다리
188) 사실 이 경우는 직접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림 III-2>의 각
주에 나온 정의상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미수에는 대부분 실제 피해가 일정 수준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함께 실선의 면적 속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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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통했거나 부서진 창문유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후자
에 해당한다. 다른 중범죄들의 미수에도 다양한 수준의 피해가
수반될 수 있다.
이 점을 반영하여 <그림 III-2>에서 b 그룹은 상하로 길게 표
시되어 있다. 그런데 직접피해가 매우 작은 경우에도 왜 처벌을
하는가? 거듭 중범죄를 저지르려는 범의가 명백했고, 공공으로

‘확장된 피해’의 규모는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
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행위와 심각한 피해
발생의 확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무척 높기 때문에 그만큼 확장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죄책성이
높아 범죄경계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189)

189) 누구인가 자신을 죽이려고 흉기를 휘둘러대든지, 자신의 회사 주식 폭락
을 겨냥한 악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자식을 납치
하여 해치겠다는 등의 위협에 처했지만 결국 다행스럽게 벗어났다고 해
서 심리적 피해가 없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사회구성원의 효용도 손상 받게 될 것이다. 즉, 이를테면 전술한 미시경
제학의 ‘보상변량’ 개념을 적용하여, “당신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살인이

나 강도 미수가 발생해버린 점에 대하여 얼마를 보상해주어야 허용되지
않던 예전과 같은 수준의 효용으로 복원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
면 대부분은 상당히 높은 액수를 부를 것이다. 한편, 미수에 대한 법경
제학계의 전통적인 해석은 ‘시도’와 ‘완료범죄(completed crime)’ 사이에
밀접한 확률적 관계가 있으므로 미수(incompleted attempt)도 함께 형사
처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Posner,
1985; Shavell, 1985, 1990 등). (특히 완료범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억
지력이 부족했던 경우) 행위자가 미수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기대처벌
량을 반영토록 하거나 또는 미수자에 대한 정보를 향후 활용할 수 있으
므로 결국 완료범죄 발생을 더욱 억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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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3: 뚜렷한 고의성과 낮은 총피해규모
다음, 고의성은 뚜렷했으나 총피해규모가 매우 미미하다면 죄
책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접피해는 물론 확장피해 역
시 그리 높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평소 분쟁이
있었던 이웃 집 벽에 고의적으로 단순한 낙서를 하거나 또는 그
집 승용차바퀴를 차는 등의 분풀이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
다. 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언쟁을 일으키는 행위 역
시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림 III-2>에서는 h 그룹으로 표현
하고 있으며 범죄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다.190)
그런데 직접피해만 보면 h 그룹에 속한 것 같지만 ‘확장피해’
가 큰 행위들의 부분집합이 존재하여 결국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류도 있다. <그림 III-2>에는 f 그룹으로 표시되어 있다.
백화점 옷가게에서의 좀도둑, 건물 무단침입, 재물손괴, 단순 공
문서위조, 명예훼손, 또는 중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의도
된 단순폭행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이들은 (특히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 타인의 재산 및 기타 기본
권을 강제적으로 수용 또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규범을
훼손한 경우로서, 그를 반영한 확장피해를 고려할 때 총피해규

190) 사실 그룹 h는 제법 큰 논쟁의 여지를 갖는 부류이기도 하다. 시대와 문
화에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몇 십 년 전만 하더라
도 낙태, 동성애, 인종차별, 간통, 이단종교집회 등은 여러 국가에서 범
죄경계선 안으로 들어갔었다. 당시의 문화나 가치관에 미루어 ‘확장피해’
가 커서 후술되는 <그림 III-2>의 f 그룹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IV장에서 설명되듯이 현대국가들의 과잉범죄화 현상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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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커지고 따라서 죄책성도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191) 그 이
유로 f 그룹 또한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다.

191) f 그룹에 대하여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표적으로 Posner(1985) 및
Shavell(1985) 등의 주장에 근거하면서 (민사적 구제방식을 쓸 경우) 소
송으로부터의 기대편익이 낮아 제소확률이 낮을 것이므로 억지가 힘들다
는 설명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령 좀도둑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그 적발확률을 반영하여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사용하여도 자
산불충분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논리도 강조할 것이다. 따라
서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데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가령 건물을 지을 때 고의적으로 이웃의 토지경계를 아주 조금 침범
한 소위 불법확장(encroachment)을 보자. 고의성이 크지만 그 피해 자
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전술한 낮은 제소확률 혹
은 자산불충분성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
확장은 여전히 민법분야의 침해로 규정하여 구제한다. 매우 비슷한 특성
을 갖는 일조, 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과 관련된 상관관계의 불법방해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사적 구제수단을 사용한다. 따라서 앞의 낮은
제소확률이나 자산불충분성의 위험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지만
f 그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사료된다. 이 ‘해당
사건만의 가시적 직접피해는 크지 않지만 형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행
위들’ 중, 예를 들어 치료비 일이백만 원 상당의 신체상해를 야기한 의도
된 폭행을 보자. 대부분 폭행자의 식별이 어렵지 않다. 또한 사실 제소
확률 문제도 거의 없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승소확률이 확실하므로 대
개 일찌감치 가해자는 화해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시적 직접피해(예: 치료비와 치료
기간 중 포기된 수입) 외에도 폭행당한 사람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폭력금지’라는 신체권 존중의 사회규범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확장피해’
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죄책성의 정도가 <그림
III-2>의 예컨대 h 그룹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옴으
로써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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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4: 높은 피해와 낮은 고의성
한편,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 등은 설사
그 직접적인 피해가 크더라도 대부분 불법행위법으로 내부화해
야 한다. <그림 III-2>의 g 그룹에 해당하는 무수한 종류의 사고
성 피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들 행위를 섣불리 범
죄화하면 사회적으로 순편익이 (+)인 무수한 행위들을 과다하게
금지하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불법행위법의 각종
책임원리는 잠재적 가해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유
도하여 궁극적으로 피해를 내부화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g 그룹
에 속하는 행위들에는 위해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전
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합리적이고 준법하는 평균시민이 취

할 주의수준으로부터 과다하게 일탈하여”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
을 때에는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192) <그림 III-2>에는 c 그룹

192)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는 ‘negligent’를 규정한 모범형법전 규정
(Model Penal Code §2.02(2)(d)) 또는 특히 ‘reckless’를 정의한 모범형법
전 규정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A person acts recklessly … when he

consciously disregards a substantial and unjustifiable risk that the
material element exists or will result from his conduct. The risk must
be of such a nature and degree that, considering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actor’s conduct and the circumstances known to him,
its disregard involves a gross deviation from the standard of conduct
that a law-abiding person would observe in the actor’s situation.”
(Model Penal Code §2.02(2)(c); 강조 추가). 흥미롭게도, 이 경우는 법
경제학자인 Hylton(2005, p. 183)이 형벌대상이 되는 예로서 들었던 두
가지 중 첫 번째 군의 행위들로부터 도출한 범의였던 “타인에게 막대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특정 행위를 해버림으로써 타
인인 후생에 대하여 보였던 무관심”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I]n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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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추돌 또는 충돌하여 상대편 운전자를 사망시킨 경우가 대
표적 예가 될 것이다. 독극물관리에 터무니없게 소홀하여 지역주
민들에게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나 식품의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준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이들 가해자들은 당해 피해자
를 위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기대피해가 매
우 높아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제 또는 주의의무로부터 지나치
게 일탈하였다는 사실은 범의 또는 고의성의 대리변수(proxy)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책성은 범죄경계의 안으로
toward the welfare of others … is inferable from facts indicating
conditions under which the offender should have foreseen or have
been aware of the enormous risks his conduct imposed on others.”).
요컨대 이는 통상의 범의(mens rea) 개념을 넓게 적용하는 현상으로 묘
사할 수 있는데 법학자들도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LaFave(2010)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범의는 없었더라도 (더 넓은
개념인) ‘과오(fault)’가 존재하면 죄책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림 III-2>의 c 그룹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범죄화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
고 있다 (“Actually, the terms ‘mental part’ and ‘mens rea’ and ‘state of

mind’ are somewhat too narrow to be strictly accurate, for they
include matters that are not really mental at all. Thus we shall see
that, though many crimes do require some sort of mental fault (i.e.,
a bad mind), other crimes (which are commonly said to require mens
rea) require only some sort of fault which is not mental. The
unadorned word ‘fault’ is thus a more accurate word to describe what
crimes generally require in addition to their physical elements.”, p.
253). Simester and Sullivan(2003) 역시 ‘과오’의 개념을 적용하면 왜 c
그룹과 같은 행위들이 현실에서 그 죄책성을 인정받는지 이해하기 쉽다
고 주장했다 (“If fault is a prerequisite of criminal liability then it is

easy to see why recklessness or other foresight-based mental states
are so often required before a defendant can be convicted for his
actions.”,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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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제IV장에서 설명 되는대로 너
무 많은 종류들의 행위들을 소위 ‘엄격책임범죄(strict liability

crime)’라는 이름 하에 c 그룹으로 무리하게 편입시킨 현상 역시
현대 국가의 과잉범죄화에 기여하게 되었다.193)

■ P2-5: 피해 발생 후의 적극적 은폐노력
한편, 애초에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던 그냥 사고성 위해행위
였으나 피해가 발생한 직후 책임회피를 하고자 은폐노력을 적
극적으로 한 경우도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개 사고로 인
한 피해는 발생 직후 방치할수록 그 규모가 증가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은폐노력을 했다는 것 역시 고의성의 기준을 충족시
키므로 결국 죄책성이 현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III-2>의 e 그룹에 표시된 교통사고 뺑소니 및 실수로 화재를 일
으킨 후 도주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나아가

e 그룹이 갖는 또 다른 특성으로서, 일단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규범마저도 일정 부분 훼손한 것
으로도 볼 수 있다.

193) 우리 형법에서 이른바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형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뉘
는 듯하다. 첫째, 기대피해가 심대한 경우이다 (예: 실화, 과실치사 등).
둘째,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이 높은
경우이다 (예: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셋째,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지극히 큰 경우이다 (예: 중과실
일반교통방해, 중과실 장물취득 등). 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국법제를 정리해 준 한 법률가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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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3: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범죄
P2에서 형벌의 대상으로 다루었던 <그림 III-2>의 a, a', b, c,
e, f 그룹들은 가시적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P1에 제시된 기본원칙은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의 ‘행위(conduct)’에 대한 형
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유익한 지침을 제공한다.
현대 사회에서 각종 행정규제 위반은 범죄집합의 매우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형사정책자원의 막대한 양 역시 이 부류
의 범죄군에 배분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규제의 위반을 형사벌
칙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숙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안전, 화
재, 환경, 위생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들이나 기타 각종 경
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들의 위반행위에는 대개 타
인을 위해하려는 고의성이 없다. 동시에 이들을 섣불리 범죄화
하면 사회적으로 순편익이 (+)인 행위들을 과다하게 금지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 P3-1: 높은 기대피해와 고의성
그러나 예외가 존재한다. 막대한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임을 인지하면서도 전술한 “합리적이고 준법하는 평균시민이 취
할 주의수준으로부터 과다하게 일탈할 때”에는 c 그룹을 설명한
논리(즉, ‘과다한 일탈’은 범의 또는 고의성의 중요한 대리변수)
를 적용하여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그림 III-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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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d 그룹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만취상태 운전이나 폭약․독극물
등의 취급과 관련된 치명적 규제위반행위들이 그 예가 될 것이
다. 거듭 d 그룹의 특징은 아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그
위반으로 인한 기대피해가 매우 높은 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죄책성은 범죄경계의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2> 각종 행위들의 특성에 따른 죄책성수준 및 범죄경계

주)

: 피해가 발생한 행위,
: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행위;
피해가 큰 행위
: 범죄를 결정하는 경계선

: 확장

a: 직접피해 및 확장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고의성도 매우 높은 행위
(강도, 강간, 방화, 반역 등)
a': 직접피해 및 확장피해의 규모가 크고, 고의성도 높은 행위 (사기, 횡령,
폭행 등)
b: 미수에 그친 a 유형 행위
c: 직접피해가 매우 크고, 합리적 주의의무로부터 과다 일탈하여 발생한
사고 (과속운전 중 치사, 중과실 장물취득, 실화, 승강기 관리부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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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인명사고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d: 발생 가능한 직접피해가 매우 크고, 합리적 주의의무로부터 과다 일탈
하여 규제를 위반한 행위 (유류배관용접 시 인화물질소지 등)
e: 직접피해가 크고, 피해발생 후 적극적으로 은폐노력을 기한 행위 (실화
후 도주 등)
f: 직접피해는 작지만 확장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매우 높은 행위 (좀도둑
질, 단순주거침입, 재물손괴, 공문서위조, 동물학대, 마약판매, 사행성
도박, 기타 희생자 없는 범죄 등)
g: 직접피해가 클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고의성이 매우 낮은) 사
고 (자연재해 인명사고 등)
h: 고의성은 높지만, 직접피해가 작은 행위 (대중교통 이용 시 음식섭취,
또는 트림, 경미한 소란, 단순낙서 등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i: 민사소송대상인 각종 행위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민사상의 명예훼손
등)
j: 발생 가능한 직접피해가 존재하는 규제위반행위 (안전, 화재, 환경, 위생
관련 규제위반행위, 담합기도,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위반행위 등); 혹
은 직접피해가 발생한 규제위반행위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소음
규제위반행위,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담합행위,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시세조정행위 등)
ia: i 유형의 행위들 중 제소확률이 낮은 행위
ja: j 유형의 행위들 중 적발확률이 낮은 행위

라. P4: 자산불충분성과 범죄화
■ P4-1: 위해행위의 대부분은 비범죄화의 대상
이상 P2와 P3의 논의를 통하여 <그림 III-2>의 범죄경계선 안
에 속하는 거의 모든 부류의 형벌대상을 P1의 기본원칙으로써
설명하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 III-2>에서는 범죄경계
내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넓게 표시하였지만, 사실 우리 사회
에서 발생하는 위해행위의 다수는 비범죄화된 것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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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한다. <그림 III-2>의 i 그룹은 재산, 계약, 친족 등
무수한 유형의 피해를 야기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위해행위들을 포함한다.
한편 j 그룹 역시 피해를 야기했거나 잠재적으로 피해발생확
률을 높인 무수한 종류의 규제위반행위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행정제재를 사용할 수 있
다. 거듭, ‘고의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직접(기대)피해와 확장
피해의 총계인 ‘사회총피해’가 높지 않은 이 두 그룹이 실질적으
로는 우리 사회의 소위 위해행위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비범죄군을 형성한다.

■ P4-2: 자산불충분성으로 인한 범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와 j 그룹에 속하면서도 형벌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유형들이 존재한다. 먼저, i 그룹의 위해행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피해자의 제소가능성에 있다. 그런데 어
떤 이유에서든(예: 가해자 식별 어려움, 소송비용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소액의 피해, 개인별로는 소액이나 다수에게 발생하는
피해속성, 가해자의 배상능력부재 등) 제소확률이 낮아서 가해
자가 인지하는 피소당할 가능성이 적으며, 설사 피소되더라도
특히 ‘자산불충분성(asset insufficient)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해
당 위해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
자산불충분성의 대표적인 예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
생하는 임금체불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간끼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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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채무불이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을 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194) 그 피해유형의 속성상 일단
체불이 발생한 후의 사용자들 상당수는 이미 지급능력을 상실
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약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면
해당 위해행위를 사전적으로 억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
하여 임금체불은 형벌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경제적
추론을 해볼 수 있다.195)

■ P4-3: 민사분쟁과 행정규제의 일부 형벌화
사실은 전술한 i 그룹에서 통제되기 힘든 행위들이 규제의 대
상이 되어 원래 j 그룹에 포함된 것이다.196) 그런데 j 그룹에서
도 규제위반의 은폐가 특히 용이하여 어쩔 수없이 직면하는 낮
은 적발확률 때문에 (가령 이를 내부화하고자 부과된 과징금액
수에 비하여) 열악한 지급능력 등으로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떨

194) 근로자는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진정할 수 있고, 행정관청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진다 ([제109조(벌칙) ①]).
195) 근로기준법의 제정목적은 헌법 [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 명시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
(무수한 종류의 채무불이행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의 기본속성상 자산불충분성의 위험이 상대적
으로 클 것이라는 본문의 논리는 경제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96) 주지하듯 이는 규제이론 일반에 관한 무수한 문헌이나 법경제학의 공적
법집행 이론 문헌들을 보면 늘 등장하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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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때가 있다. 결국에는 거듭 ‘자산불충분성의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이다. 많은 법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온대로 이 상황에
서의 효과적인 해결책은 비금전적 (행정제재와 더불어) 형사벌
칙이다.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 III-2>에 편의상 두 그룹의
각 부분집합으로서 ia와 ja로 표시하였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넓게 보아 행정규제의 하나라고 본다면
전술한 임금체불 역시 일면 전술한 ja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j 그룹의 규제들에 대한 처벌은 대개 피해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는 ‘행위기준(act-based)’인 반면, 임금체불
에 대한 처벌은 ‘피해발생기준(harm-based)’이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즉, 전술한 ia 그룹은 임금체불처럼 민사적 거래를 최
대한 인정하되, 피해가 발생하면 비로소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다는 사실이 ja 그룹과 갖는 차별성이다.

마. P1~P4 논의의 종합
첫째, 법경제학에서 상정하는 형사처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억지론’이라는 사실을 재강조하고 싶다. 둘째, 형벌은 한 국가
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차별적이고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전술
한 대로 Becker(1968) 이후 학계에서는 각종 제재수단들 사이에

‘무차별성’을 상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과징금(또는
과태료)과 형사벌금을 무차별하게 취급하는 경향으로서, 화폐단
위에 대하여 동일한 비효용을 전제한다. 주지하듯 영미권의 많
은 문헌에서 ‘fine’이라는 표현은 의외로 ‘civil fine(민사금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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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주지하듯 같은 수
준이지만 과태료와 벌금은 사뭇 다르다. 심지어 (형사)벌금과
징역형에 대해서도 종종 ‘완전대체성’을 상정한다. 대표적인 예
로서, 범죄자에 대해서 가급적 벌금을 최대한 물리되 지급능력
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징역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Polinsky(2011, p. 101)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형사처벌은 민사나 행정제재와 다르다. 형벌이 갖는 ‘낙인

(stigma)’ 효과가 그 대표적 예이다. 가령 Galbiati and
Garoupa(2007)는 오로지 형사제재에만 있는 낙인효과(즉, 정보
기능)를 통하여 과거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들을 용이하
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사회구성원은 좀 더 효율적인 주의의무
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추론은 우리 사회에
서 ‘전과자’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의미와 불이익을 생각해보
면 설득력이 있다. 둘째, 나아가 벌금과 징역형 사이에 완전대
체성을 전제하는 것, 즉, 징역형기에 일정한 상수를 곱하여 벌
금환산액(fine equivalent)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는 조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같은 범죄자도 형기에 따라 벌금환산비율이
변할 수 있다. 특히 범죄자들마다 그 환산비율에는 상당한 편차
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편차는 금전
자산에 대해 갖는 한계효용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이
유일 것이다.
이를테면 상당한 재력가의 경우 벌금의 (징역형에 대한) 상대
적 한계비효용이 매우 낮을 수 있다. 그런데 범죄자들의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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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효용은 법원이 정확히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강력흉악범
죄를 저지르면 징역이나 기타 비금전적 형벌을 필수적으로 병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낙인효과 및 자유구속효과까지 수
반하는 비금전적 형벌이 그들에게 억지력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197) 그러한 맥락에서 특정 행위의 범죄화를 하
는 데에는 (확장피해까지 모두 포함한) 총사회피해, 고의성, 자산
불충분성 등 죄책성 결정요인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숙고와 신중
함이 필요하다.
셋째, 거듭 형벌의 목적은 내부화가 아니라 억지에 있으므로

‘총사회피해가 해당 행위자의 사적 편익을 매번 능가한다’고 거의
확실히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위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에 의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형벌을 통한 억지보다는 행정제
재 또는 불법행위법 등 다른 제재수단들로써 내부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넷째,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장의 내용은 (여러 법학, 도덕
철학, 범죄학의 대표적 이론들과 일정 수준의 비교를 하면서) 이
주제 관련 법경제학계의 대표적 문헌, 특히 Posner(1985; 2003),

197) 필자의 이러한 생각은 비금전적 처벌의 금전화가 가능하다고 전제했던
초기 Polinsky and Shavell(1984, p. 91) 및 그 전통을 따랐던 후속연구
들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비교적 최근작인 Polinsky(2006, p. 826)에
서도 구금기간 한 단위당 1달러의 벌금으로 환형하는 가정을 채택한 후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요컨대 환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가
정을 쓴다고 해서 실제 양형에서 징역과 벌금에 완전대체성을 부여해버
려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최소한 범죄자별로 절대적 대체탄력성은 매
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자의 대체탄력성도 가변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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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man(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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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avell(2002), Hylton(2005), Polinsky and Shavell(2007), Bowles

et al.(2008) 등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필자의 생각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특히 기존의 주장들을 체계화하고자 하였고 관찰
되는 현실의 형법체계에 좀 더 충실히 반영해보려고 하였다. 따
라서 개괄적인 법경제학 교과서의 설명과 다소 다를 수 있다.198)

198) 비교를 위하여 현재 대표적인 교과서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Cooter
and Ulen(2008)의 형사처벌 이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저자들 역시 마찬
가지로 고의성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한 후, 약 4쪽에 걸쳐(pp. 491-494)
형사처벌의 이유 및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완전한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형벌은 억지를 통해 불완전 보상이 애초에 발생하
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설령 완전한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불법행위)법
은 단순히 피해자의 이익(interest)을 보호해주는 것일 뿐 권리(rights)를
보호해주지 못하므로, 형벌은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시장거래로의 유
도를 장려한다. 셋째, 적발확률이 1보다 작은 절도의 경우처럼 반환만으
로는 부족할 때 형벌은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과 대략적으로는 일치한다고 생각되지만, ‘확장피해’ 또는 ‘죄책성의
정의’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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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과잉범죄화 현상에 주는 함의

형법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이 영미법권 국가들에서 본격적
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였다. 이전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의 목적’을 놓고 오랜 기간 크게 ‘응보 대 억지’의 주장
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전자는 대개 도덕론에 기초한 법철
학(및 범죄학)에서 주장되었던 반면, 후자는 결과주의적 사고방
식을 갖는 법학자들 및 형사정책가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었다.
태동 당시부터 법경제학이론은 일반억지를 형벌의 목적으로 표
명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입장은 공고해져왔다. 따라서
법경제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법학계 내의 주로 응보론과 대립각
을 세워왔다고 볼 수 있다. 본장은 (응보론에 대한 비판 작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그간의 핵심 연구들을 바탕으로 ‘범죄와 형사
처벌’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필자의 생
각을 나름대로 반영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살인, 강간, 방화를 범했을 때는 물론이고, 가령 증권시장에서
대규모의 시세조종을 했다면 설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
한 피고의 손해배상 능력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보
편적인 현상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만으로는 부족
하며, 이는 해당 행위에 있던 ‘죄책성에 대한 처벌’이다. 즉, 형
사제재를 통하여 국가가 징벌하겠다는 의도이다. 당연히 이때의

(특히 비금전적) 형사제재는 특유의 ‘낙인효과’를 갖는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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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므로 민사 또는 행정적 제재에 대한 ‘완전한’ 대체수
단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리 비싸지 않은 물건(예: 학생의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강도행위라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들의
형법에서 금지된다. 즉, 남의 재산을 허락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수용(taking)하려는 범의를 (가해자의 배상능력과는 관계없이)
처벌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완전 통제시키려는 취지이다.
그러한 처벌에 대한 법경제학의 입장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지극히 강제적인 부이전과 같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믿
음으로부터 형성된다. 만약 소소한 강도라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믿음이 훼손되고 향후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범의를 사전적으로 막겠다는 취
지가 깔려 있다. 요컨대 처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억지론’이
다. 이 가치의 훼손은 강도의 피해당사자나 그 소식을 접한 이
웃사람들을 넘어서는 ‘범사회적이고 동태적인 피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환언하면 ‘확장피해’라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반영한
사회총피해에 근거하여 처벌의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사전적으
로 그 행위를 억지하려는 것이다.199)
따라서 형사처벌이 ‘죄책성’에 대한 국가의 징벌이라는 점에
서 법학이나 경제학적 접근방식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그

199) 반면 도덕철학에 근거한 ‘응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켜야 할 사회규범
에서 일탈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에서 형벌을 부과할 것이다. 요컨대 나쁜 행위를 한 정도만큼 똑같
이 고통받아야 한다는 논지이다. 그리고 그 처벌의 정도는 그 사회구성
원들이 전반적으로 갖는 도덕감정에 의해 결정되며, 이 과정을 공정성의
실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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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목적’에 대해서는 매우 큰 차이점이 존재하기에 처벌의
산정기준 등 많은 법집행원칙들도 달라진다. 전자는 해당 행위
에 가해지는 도덕적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만큼 처벌하
려고 할 것이다. 반면 전술한 P1~P4에서 보았듯이, 후자는 해당
행위가 야기하는 직접적인 것은 물론 확장된 ‘총피해’라는 기준
에 기타 적발확률 등의 사항들까지 감안하여 처벌의 수준을 결
정할 것이다. 사실 총피해 중 ‘확장피해’는 사회가치체계의 보호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면 응보론의 ‘비난가능성’ 개
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또한 둘 모두 가시적이
지 않으므로 실제 계산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장피해’ 개념에는 확실히 상대적인 유익함이 있다고 판단된
다. 첫째, 이론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후생 손
실로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제 형사정책
에서 핵심변수라고 할 수 있는 처벌의 강도를 연속적으로 그리
고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200) 셋째, 전술한 대로
보상변량방식 등 측정논리와 방법을 잘 고안하면 ‘확장피해’는
현실적으로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배경 하에서 <그림 III-2>에서는 총 아홉 가지에 해당
하는 범죄유형(a, a', b, c, d, e, f, ia, ja)을 파악해보았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세부유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지
만 이들로써도 현존하는 범죄들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주지하듯 형벌은 원칙상 (직접)피해의 발생을 전제로
200)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전통적인 응보론에서는 비난가능성의 객관적인
정의 및 그 정도를 일관되게 결정하는 지침을 제시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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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d와 ja(및 b의 일부분)와 같이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
은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미 절대적으
로 그리고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비난가능성과 같은 기준
보다는 특정 유형의 행위 및 그 피해가 갖는 경제학적 속성에
기초하여 구분 작업을 한 만큼 <그림 III-2>의 범죄경계선은 규
범적 의미 내지는 범죄화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향후 신
종 위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정책입안가는 (확장피해까
지 모두 포함한) 총사회피해, 고의성, 자산불충분성 등 죄책성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숙고를 해야 한다. 나아
가, 거듭 형벌의 목적은 내부화가 아니라 억지에 있으므로, 해
당 행위가 야기하는 총사회비용이 사적 편익보다 거의 예외 없
이 초과한다는 확신이 서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형벌의 대상
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내부화를 위한 다른 다양한
대체 제재수단이 효율적이다.
종합하면, 기존 법학계의 ‘범죄의 정의’ 논의에서 빈번히 발견
되는 ‘순환논리’를 최대한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본장의 논
의는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201) 마지막으로, <그림 III-2>의
범죄경계선이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익한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만 언급한다. 최소한 이상의 법경제학 논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전제하면, 그에 따라 정해지는 이 범죄경계선 역시 사회

201) 심지어 법경제학계 내에서도 그러한 순환성은 자주 수용되었다. 또한 모
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범죄를 단순히 ‘주어진 것(as a given)’으로만 간주
한 법경제학자들도 상대적으로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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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 경계선이 원점 쪽으로 과
대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바로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
이다. 그리고 경계선의 어느 부분이 확산되는가에 따라 과잉범
죄화의 원인이나 유형이 달라질 것이다.
가령 전술한 ‘엄격책임범죄(strict liability crime)’의 종류가 빠
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경계선의 ‘윗부분’이 원점을 향하여 볼록
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고의성 기준을 남용하는 경우가 될 것
이다. 반면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극히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또는 사회적 편향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희생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를 양산한다면 경계선의 ‘아랫부분’이 볼
록해질 것이다.202) 이는 피해기준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상황
이 될 것이다. 한편, 20세기 후반 사회과학 분야 전체에서 화두
가 되었던 것이 각종 행정규제들의 부작용과 피해인데, 이에 관
해서는 Sunstein(1990)의 ‘규제국가의 역설(paradoxes of the

regulatory state)’이라는 표현 하나로 함축할 수 있다. 민사 또는
행정제재로써 충분히 그리고 더 우월하게 통제할 수 있는 행위
들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현상을 나타낸
다. 그리고 그 입법과정에서 자산불충분성은 물론 각종 시장실
패 논리들이 동원되고 남용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
한 행정형벌의 비대화로 인한 과잉범죄화는 범죄경계선의 ‘가운
데부분’을 볼록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법경제학 논리

202) 우리 사회에 이런 유형의 범죄화는 실로 다양하다. 오물방치, 노상방뇨,
구걸 부당이득, 음주소란, 인근소란, 무단소등, 음료수 사용방해 등 무려
50여 개 이상의 행위가 현재 경범죄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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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림 III-2>의 범죄경계선은 향후 우리 사회의 과잉범죄화
문제를 논할 때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203) 제IV장에서
그 유익성을 곧바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3) 한편 필자가 이상 제III장의 내용을 김일중(2012a)으로 출간하던 당시,
살인의 경우 미수범죄와 기수범죄를 구별하고, 후자에서도 참작동기, 보
통동기, 비난동기, 중대범죄결합, 극단적 인명경시로 구별하고 있는 대법
원의 양형기준도 본장의 <그림 III-2>으로써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지
적하면서, 이 <그림 III-2>이 “실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양형

을 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과 동
일한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라고 평가해준 익명의 한 심사자께 거
듭 사의를 표한다. 나아가 이번에 본 연구의 제III장에 편입하기 위하여
재작업을 한 이후 초고를 읽은 한 법률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해주었다.
“<그림 III-2>는 최적범죄화의 수준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양형요소를 지표화 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발견
할 수 있다. 과잉범죄화는 과잉형사처벌을 의미하고, 과잉형사처벌을 논
함에 있어서 항상 등장하는 논제가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모
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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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잉범죄화 : 일반론

가. 과잉범죄화 문제의 개념과 심각성
이제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과잉범죄화’에 관하여 논의한다.
과잉범죄화의 일반적 수준에서의 정의는 다른 제제수단으로써
통제해왔거나 통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현
상이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형벌조항의 사회적 한계
편익이 없거나 그 한계비용이 더 높을 때 한 사회는 과잉범죄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정의할 수 있다 (Larkin, 2013, p. 722). 모든
사회에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기에 형벌이라는 강력 제재수단을
사용하여 금지시켜야 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지
나치게 많은 숫자의 형벌조항이 존재해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
한다. 통상의 ‘도덕적 비난가능성(moral blameworthiness)’과는
무관한 행위에 형벌이 가해지므로 극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모
든 행위에는 형벌위험이 뒤따른다. 경제주체는 그 위험 여부를
판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잉범죄화의 극단
적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민들의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경찰은
검거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법에 근거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집행기관의 지나친 법집행에 대하여 법원
도 어찌 할 수 없게 된다.
형벌 사용이 용이한 사회에서 모든 경제주체는 형벌을 오히
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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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형벌은 가령 경쟁자를 축출하여 지대

(rent)를 창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대를 확보하고자 모든 형사절차를 포획하려는 이른바 특
수이익집단들의 유인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게 예측된다. 일상의
경제행위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형벌의 대상(예: 살인, 역모, 강
도, 강간, 폭행, 횡령 등)에 사용되던 수식어들(예: ‘잔인’, ‘파렴
치’, ‘사회파괴적’, ‘비도덕적’, ‘문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범
죄화시키려 하고, 또는 설사 이미 형벌의 대상으로 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처벌강도를 한껏 높이려는 각종 입법화 노력을 한
다. 이렇게 법에 의해 무장된 법집행기관은 무소불위의 모습을
띠게 된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각종 행정규제를 관장하는 기구
의 관료들 역시 규제위반자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수반
될수록 법집행 과정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을 갖게 된다. 역사가 잘 증명하듯이 지나친 재량권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편익으로 연결되므로 부패의 근원이 된
다.204)
물론 과잉범죄화 현상이 빠른 속도의 팽창을 하게 된 데에는
입법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

204)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직관적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여러 설득력 있는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Benson(1988)의 공
유재 논리이다. 범죄화가 확장될수록 민간재산권의 점점 많은 부분이 공
공부분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공유재(commons)의 속성을 강하게
띠는 공공부문의 법집행자원은 소유권자인 국민(또는 입법자)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법집행자가 선호하는 쪽으로 사용될 것이다. 법으로 통제된
민간권리를 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파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며, 그것이
바로 부패라는 논리이다. 이에 관해서는 좀 더 후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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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보면 입법자들은 항상 경쟁적인
입법수요에 직면해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입법자들이 더욱 들어주게 된
다는 명제에 이제 더 이상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
적 영향력을 가진 그룹이 자신들의 가치나 선호에 어긋나는 타
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면 정치인들은 그 요
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 후술되듯이, 사실

20세기에 관찰할 수 있는 과잉범죄화 현상 중에는 이렇게 특수
이익집단들의 지대추구를 위한 요구뿐만 아니라 입법자 스스로
의 선호 때문에 발생한 사례도 빈번하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전 분야에서 진행되는 과잉범
죄화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경제주체들은 늘 불안하고, 억울하
고, 그래서 납득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법체계 전반을 불신
하게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20여 년간 과잉범죄화 연구를 수행
한 법학자 Kadish(1987, p. 37)는 다음과 같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결론내린 바 있다.205) “도저히 범죄의 감이라고 생각하

기 힘든 행위들에 대하여 실제로 형사처벌을 하며, 범죄를 효과
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법집행과정을 생
205) 필자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된행정규제 위반과 형사처벌에 관한 법경
제학적 연구라는 미출판 학술연구 보고서를 2012년 4월 대법원 법원행
정처에 제출한 바 있다. 총 5절로 구성된 본장에서 제3절까지의 내용들
은 그 연구보고서 다섯 번째 장의 내용을 추출한 후 정식출간을 목적으
로 하는 원고형태로 수정하고, 나아가 과잉범죄화 원인에 관한 정치경제
학적 논의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보완한 것이다. 편의상 새로 추가된 내
용들을 일일이 표기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여기의 논의들은 여전히 전적
으로 필자 개인의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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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보았는가? 깊이 생각해볼수록 이러한 문제들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해당 행위들을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최후수단 또는 후방방어벽(last
resort or as back-stop)’이라고도 불리는 형벌은 가장 강력하고
낙인효과까지 동반하므로 ‘예방적 질서(preventive order)’를 위
해서 가급적 비형벌적 제재수단을 동원한 후 불가피할 때 사용
해야 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Ashworth, 2008,

p. 417).206)
전술한 대로 사회의 질서 및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서, 일단 법원이 선고했던 다양한 명령까지도 어긴다면 물론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Ashworth가 언급
하고 있는 예방적 질서를 위한 장치는 이를테면 ‘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책임을 져라’, ‘증축하면서
이웃 집 일조권을 완전히 침범해서는 안 된다’ 등의 명령을 의
미한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의 경우 만약 위반하게 되면 기본
적으로 민사적 제재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민사적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런데 만약
이들에 대해 애초부터 가혹한 형벌을 사용하면 (전술한 대로)
피해를 일으켰던 경제행위를 모두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부
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금융계약, 운전, 증축 등 대부분 사회
206) 가령 현재 영국에서는 ‘anti-social behavior order’라는 이름으로 형사처
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Crime and Disorder Act,
1998, c. 37, §1, U.K.; Ashworth, 2008, p. 418). 손해배상, 금지
청구, 행정제재 등 민사적 제재방식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사벌칙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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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행위 자체가 심각히 위축된다.
이상이 과잉범죄화의 부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밖에도 과잉범죄는 갖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해
외에서는 물론 국내 법조계 및 학계에서도 형사벌칙의 과잉문
제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관해서는 제IV.3절에서 상술하겠지만, 후속 절들의 논의를 여기
서 핵심만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이러한 문제들은 ‘정
의(justice)’를 생산하는 법집행자원(예: 경찰, 검찰, 법원 등) 역
시 희소성(scarcity)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먼저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으로서 과다한 형벌의 적용
으로 인한 ‘과잉억지’207) 및 그로 인한 ‘범죄자의 양산’이다.208)
그러한 환경에서는 형벌이 태생적으로 갖추어야 할 준엄성을
잃기 쉽고, 형벌의 경중을 떠나서 그 부여 자체에 둔감해진
다.209) 원천적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의 속성상 전술한 대

207) (제l.1절에서 언급했듯이) 예를 들어 (2010년 3월부로 과태료로 전환된)
과거 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도로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한
자(과적차량 등)’에 대해 형사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을 포함하여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
안 도로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는 놀랍게도 34만 7천여 명에 이른다.
208) 일반범죄 ‘기소율(또는 기소확률)’의 2000년대 11년 평균은 34%였으며
비교적 뚜렷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행정범죄와의 매우 큰
차이에 있다. 행정범죄 기소율의 2000년대 평균은 67%였으므로 일반범
죄 기소율은 약 절반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즉, 검찰은 일반범죄에 비
하여 각종 규제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두 배 가량 높은 확률로
기소를 해왔다. 요컨대, 일반범죄 기소율은 행정범죄의 기소율에 비하여
터무니 없게 낮으며, 2000년대 하락추세를 보였다는 사실과 전술한 일반
범죄의 증가추세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Kim and 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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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제위축’ 부작용도 종종 주장된다. 둘째, ‘집행기관의 유인
왜곡’ 현상으로서, 한편으로는 집행재량권 남용과 다른 한편으
로는 과소집행이 주장된다. 특히 후자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형사벌칙의 집행을 꺼리는 규제기관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법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다. 한정된 법집행자원이 사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규제위반
자 순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법정책의 원칙적 목표
로서 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령 특정 규
제위반에 대하여 제정된 형벌규정을 우선하여 집행하다보면 사
법부와 행정부에서 모두 ‘법집행자원의 쏠림현상’이 생기는데
그 자체로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정작 법집
행자원을 먼저 투여해야 할 분야에서는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
는 ‘구축(crowding-out)’ 효과가 야기되어 그 분야에서의 억
지력이 약해질 것이다.210)

209)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과자 수는 약 1,084만
명으로 전 국민의 무려 22%에 달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후술
된다.
210) 제I장에서 개관하였듯이 최근 일반범죄율 및 흉악범죄율의 규모와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김두얼․김지은(2009)에서는 외환
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별로 자원의
투입과 정책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외환위기 이
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수준’의 법집행자원에 대한 비효율적
배분 또한 그 중요 원인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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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잉범죄화의 주요 원인들
1) 행정규제의 창궐과 과잉범죄화
가) 개관
과잉범죄화의 원인들에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Ashworth(2008, pp. 413-418)는 이들에 관하여 형법 적용대상이
변천되었다는 사실로써 가장 포괄적 설명 중의 한 가지를 제시
하고 있다. ‘처벌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잘못(wrongdoing

that are serious enough to justify punishment)’에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의 개연성을 갖는 행
위나 누락(conduct and omission that can to lead to risk or

danger)’으로 법이 옮겨 갔다는 것이다.
Ashworth는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화의 무수한 예들을 예시하
면서,

예비범죄(preparatory

crimes),

소지범죄(offenses

of

possession), 위협범죄(endangerment crimes) 등의 여러 명칭들
을 사용하고 있다. 가령 실제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유의미
한 단계를 거쳤다는 의미에서 애초 시작된 예비범죄의 집합이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에는 마약과의 전
쟁 및 테러와의 전쟁 등 정치적 구호의 영향이 컸으며, 한편으
로는 극히 초기단계 미수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경
향도 한 몫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지가 때로는 향후 위
험을 예측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나 소지의 목적을 지나치게 단
정적으로 유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칼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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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는 남을 해칠 수 있으므로 위험하여 그대로 처벌하는 것
이 그 극단적 예가 될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한 저자의 가장 큰
문제인식은 법집행당국이 이들 물건들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의무
를 오히려 소지자들 쪽으로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경향을 보였
다는 것이다. 위협범죄 역시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그

러한 개연성이 있는”이라는 표현 등을 거리낌 없이 흔히 쓰면서
범죄화해왔지만 명백한 과오나 죄책성보다는 단순한 과실

(negligence)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가 빈번했다는 주장
이다. 그 행위의 속성을 숙고해보면 결코 누구를 위험에 처하게
할 개연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Ashworth는 이러한 현상들을 일종의 예방지상주의에
잘못 빠진 결과로서 해석하고 있다. 간혹 Bentham(1781)의 공
리주의로써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과잉범죄화의
주창자들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 즉, 예방기능은 공리주의에 의
하여 정당화되며 이러한 사조의 초기 옹호자가 Bentham이었다
는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결코 남용의 대상이 되
어서는 안되고 여러 필요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비로
소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Bentham의 기본철학을 오도하는
것이라 강조한다.211)
211) 형법학자인 Ashworth는 Bentham의 공리주의 자체를 배타적으로 보지는
않는 듯하다. 즉, 제l장에서 상술한대로 공리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넓
게 보아) 예방의 목적을 비판한 것은 아니고 예방론의 지나친 확대적용
으로 인하여 형벌대상을 비대하게 만들어온 역사적 경위를 비판하고 있
는 것이다. 한편, 본문에 소개된 Ashworth의 설명은 공교롭게도 제Ⅲ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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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규제의 창궐
이쯤 해서 필자는 특히 행정규제의 창궐과 과잉범죄화는 밀
접한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복잡
다기화해가는 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불법행위들도 급속
도로 다양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들이 등장해 왔다. 규제도입이 증가하면 필연
적으로 위반행위들의 증가도 수반한다. 현존하는 무수한 규제들
은 위반행위에 대해 경미한 제재에서부터 벌금 및 징역 등과 같
은 형사벌칙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제재수단들 중 특히 형사벌칙의 부과 빈도가 급증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무
분별하게 도입되고 또 우선적으로 집행된다면 이야말로 이하
제Ⅳ.3절에서 상술할 과잉범죄화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거듭 이상의 현상은 많은 현대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세계적 특성이 아닐까 싶다. 어느 순간부터 형벌의
고유한 목적에 대한 큰 숙고 없이, 그저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
으로서 여과 없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영미법 국가들
의 경우에 대해서 일찍이 Kadish의 1963년 논문은 그 제목에서
부터 당시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가령

Shavell(1984a; 1984b)등에서 설명한 대로 원칙적으로 보아 손해
의 ‘형사벌칙의 법경제학이론’을 집필하면서 필자가 생각해오던 과잉범죄
화의 유형들 중 일부와 상당히 일치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제Ⅳ.2절에
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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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에 더하여 규제를 추가 사용함으로써 효율성 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은 경제이론으로 뒷받침된다. 그리고 그 규제시스
템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때로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문제는 매우 경미한 규제위반에도 곧바로 형벌을 쓰
는 경향이 20세기 중후반에 급증했다는 것이다. Coffee(1991)는
이를 가리켜 형사제재수단에 대한 ‘과잉의존(overreliance)’이라
고 명명했으며, Ogus(1994)는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 이 현상의
존재를 폭넓게 보여준 바 있다.212)
현대사회에서 형법은 (원래 고유의 역할로서) 위해행위를 규
탄하고 금지하는 사회적 기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던 반면,
행정규제법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행위들은 원래 ‘대개 합법적’
이었으며 여전히 통제의 대상은 일부라는 맥락에서 과잉범죄화
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진다 (Galligan, 2007, p. 231). 즉, 행정
규제는 그러한 행위들을 일정 수준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지 완
전금지를 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제조활동은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으며, 동시
에 주위에 발생시키는 오염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또한 사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행위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그들을 공정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오염규제’와 ‘안전규제’는 각각 제조활동과 고용활동을 금지할
정도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원천적 금지의 대상인 살인, 강
도, 절도 등과 달리 ‘규제적 위반행위(regulatory offenses)’들은

212) 이하 상술하듯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문헌은 매우 많다.

제Ⅳ장 과잉범죄화의 문제

299

시장에서의 그러한 합법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형벌을
씀으로써 합법적 행위를 위축할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면 그것
은 이미 과잉범죄화라는 Galligan의 주장이다.
행정규제에 형벌이 남용된 원인을 Kadish(1987, pp. 49-51)는
좀 더 법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요지는 전통적인 형법이
론에서 범죄를 결정하는데 중요했던 그리고 시대변천에 관계없
이 여전히 중요시해야 할 ‘죄책성(culpability)’ 내지는 ‘과오요건

(fault requirement)’을 입법자들이 지나치게 경시하였다는 것이
다. 형벌을 도입하는 규제입법 과정을 보면 그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213) 심지어 피고가 중대
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법부
에서는 별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이 오히려 법집행을 효율
적으로 만든다는 지나치게 결과주의자적 사고방식도 퍼져 나갔
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형사기소
에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기대하는 편익이
형벌을 부과할 때 전통적으로 마련되었던 피고에 대한 안전장
치(safeguards)를 준수할 때의 그것보다 훨씬 커야만 한다. 그러
나 형벌이 갖는 도덕적 비난 및 낙인효과 등을 감안할 때

Kadish는 이 정당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214)
213)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무수한 규제입법들 중 일부에 대한 연구들에서 필
자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해서도 이하에서 좀 더 상술한다.
214) 제II장에서 자세히 고찰한대로 20세기 중후반 특히 미국에서는 실제 결
과주의의 맹신현상이 명백하게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
1980년대 후반에는 학계의 선도적 위치를 응보론자에게 서서히 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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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몰아닥쳤던 규
제혁파나 규제완화와 같은 현상은 시장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강한 다수의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생각에 동조한 정치
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물론 그것은 일정 수준 사실임이 명
백하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렇게 막강한 기세로 규제의 개혁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규제 ⇒ 형사처벌 ⇒ 과잉범죄화’라
는 연계(nexus)에 관한 법학계의 계속된 문제인식도 큰 동인이
되었던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215) 그러나 이 ‘연계
론’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수십 년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
고 21세기 들어와서도 여전히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
로 Luna(2005, p. 712)는 미국 연방법에서 4천 개 이상의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벌칙을 부과하는 등 형벌이 매우 심각한
팽창을 하고 있다고 역설한다.216)
게 되었다.) 그런데 형사벌칙의 목적을 억지에 두고 있는 법경제학이론
도 크게 보아 역시 결과론적 사고방식에 기초한다. 하지만 법경제학이론
은 고의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기된 총피해를 철저
히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사실은 앞서 매우 자세히 분석
한 바와 같다. 즉, 죄책성의 정도를 엄격히 따지고 있다. 따라서 둘 다
같은 결과주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20세기 중후반의 억지론과 1980년
대부터 시작된 법경제학이론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자 한다. 본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필자는 이 차이점을 국내 학계와 법
조계에 알리고 싶었다. 다음 절에서 법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과잉범
죄화 유형을 구분하면서 특히 행정규제의 창궐을 그 주요 유형으로 구분
한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결과주의적 사고방식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
함이다.
215) 제IV.2절에서 소개되는 여러 법학계 문헌을 보면 필자의 그러한 믿음은
더욱 공고해진다.
216) 나아가 Luna(2005, p.713)는 과잉범죄화가 단순히 형사벌칙조항 수의 증
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과잉범죄화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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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대로 이와 같은 과잉범죄화 현상의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입법자의 사적 이해관계라고 판단된다. 공공선
택론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는 명제는 자
명하다. 따라서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선호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요구하면 정치인들은 그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이는 큰 영향력을 지닌 그룹이 요구하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서, 내수시장 확보를 원
하는 그룹을 위하여 수입규제를 무리하게 입법화했다고 하자.
자연스럽게 밀수가 성행할 것이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밀수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규제의 효력을 가장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높은 형사처벌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공공선택론적 시각은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일
반 관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관료그룹 자체가 하
나의 이익집단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관장하는 행정규제를 위
반했을 때 무거운 형사처벌이 수반될수록 법의 집행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각종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이 높아질 것
이다. 그리고 그 재량권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사적 편익으로
를테면 어디까지가 범죄이며(“what should be denominated as a
crime”), 언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when it should be enforced”),
누가 법의 구속을 받아야하는지(“who falls within the law’s strictures”),
특정 행위에 대한 적정양형은 어느 정도인지(“what should be the
proper sentence in specific cases”) 등에 관한 숙고와 관련된 문제라고
주지했다. 필자 역시 이 Luna의 주장에 동조하며, 넓게 보아 바로 그러
한 이유에서 제II장과 제III장의 선행작업들을 수행했던 것이다.

302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연결될 수 있다.217)
국내에서 행정규제의 새로운 양적 팽창속도는 21세기 들어
와 다소 주춤해진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극히 심증수준의 결
론이다. 그러나 규제의 위반에 대한 이미 무수한 형사벌칙 조
항들 및 그 엄청난 집행규모,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부작용
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과잉범죄화의 부작용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절실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과잉범죄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도 중요한다. 특별히 이미 제III장에서 설명한 형
사벌칙과 범죄화에 관한 법경제이론 틀을 기반으로 하여 과잉
범죄화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
이들 모든 논의들에 더욱 공고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다는 차
원에서, 정치산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띠는 형사법과 정치역
학상 과잉범죄화의 위험이 상존하다는 Stuntz(2001)의 이론을
자세히 검토해보자.

217) 과잉범죄화 현상에 대한 이상의 공공선택이론적 접근방식이 갖는 유용성
은 매우 커 보인다. 향후 좀 더 체계적인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더불어 한국의 사례를 갖고서 이러한 명제를 실증분석하는 작업은
국내는 물론 세계 학계에도 작지 않은 공헌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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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기관들의 권력구조, 구성원들의 유인, 및 과잉범죄화
가) 정치산물로서의 형사법과 각 구성원들의 유인
앞서 과잉범죄화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정치인과 관료
및 이익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작동한 것이라는 공공선택이론
을 잠시 언급하였다. Stuntz(2001)는 넓게 보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특히 미국 정부부문
들의 권력구조와 행태에 더욱 상세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입법부, 법집행기관, 그리고 법원 사이의 상호작용 및 각 구성
원들의 유인의 맥락에서 과잉범죄화라는 비바람직한 현상이 잉
태될 수밖에 없는 편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Stuntz(2001)
는 이러한 시각의 대표논문으로서 해외학계에서 인용되고 있으
며, (비록 미국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논의의 상
당 부분은 한국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되어, 본 소절은 그
의 이론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Stunz(2001, p. 528)는 형사법을 ‘정치 시스템의
산물(product of a political system)’이라고 보았다. 즉 주요 참
여자(legislators, prosecutors, and appellate judges)들 사이에 형
성되는 고유의 유인들이 형사 입법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원인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자들의 유인들을 하나씩 살펴본 뒤
상호 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먼저 주요 플레이어
들의 유인이다.
첫째, 입법부의 정치인들은 재선출 또는 출세에 대한 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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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p. 529). 대체로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
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그
렇다고 유권자들이 형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아는 것은 아니
다.218) 이에 입법자들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처벌실적과
더불어 그들에게 뭔가 동조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각종 구
호와 상징적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우선 실적 측면을 보자. 먼저 정치인들은 형사책임 조항

(criminal liability rules)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유죄판결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 즉 새로이 형벌을 도입하거나 기존 형사책임 조
항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형사처벌 부과를 확보하기 위한 법집
행자들의 비용을 낮추어 가급적 많은 실적을 이끌어 내려는 것
이다.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검찰이 피고의 범죄를
입증하려면 ABC 세 가지 요소의 입증이 필요한데 AB는 입증이
쉬운 반면 C는 어렵다고 하자. 입법부는 ABC와 관련이 높은

DEF를 새로이 입안하거나, 또는 ABD, ABE, 그리고 ABF 등을
입안하여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범죄화 조항들의 수를 늘려줄
수 있다. 이는 결국 피고인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형량을 미리
218) “Voters may know little about criminal law doctrine, but they

presumably have some idea of the set of results they would like to
see: conviction and punishment of people who commit the kinds of
offenses that voters fear.” (Stuntz, 2001, p. 530). 거듭, 본질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선출직 검찰총수나 특
히 항소법원판사에 대한 논의들은 우리의 실정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과잉범죄화 현상이 입법부, 수사기관, 법원, 그리고 이익집단 사이의 이
해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이 매우 유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이러한 내용까지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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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줌으로써 피고인의 재판 기대비용을 상승시키게 되고, 따라
서 검찰의 승소율 또는 유죄자백 협상력을 강화시켜준다. 따라
서 결국 유죄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입법부는 상징적인 형사법 조항들을 도입함으로써 유권
자들을 위해 자신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219) 이러한 ‘상징적 범죄화(symbolic criminalization)’는 결
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신호기능만을
위한 것이다. 1992년 미국 Maryland 주에서 차량탈취사건 도중
한 여성이 살해당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대중들은 정치인들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길 요구했다. 그런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책임조항들(예: auto theft, robbery, assault, kidnapping,

homicide)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무언가 노력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하였다. 그 결과 차
량탈취법(carjacking law)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탄생하였
는데 이 법은 이후 적용된 적이 거의 없다. 이러한 행태는 대중
들의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그리고 대규모 언론집중을 받
는 사건이 벌어지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징적 범죄화의 편익은 확실하되 입법 결과 자신들에게 돌아오
는 직접비용이 낮은 정치수단인 셈이다.
둘째, 검사의 유인이다. (미국의 경우) 선출직 지방검찰총장
이나 검찰청의 최고 간부들은 입법부 정치인과 상당히 유사한

219) “In such cases, legislatures tend to create new crimes not to solve the

problem, but to give voters the sense that they are doing something
about it.” (Stuntz, 2001, p.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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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들이 원하는 사건들을 주로 기
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범죄에 단호한 검찰총수의 모습을 보이
기 위하여 법원에서의 유죄판결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선출직 검사들과 입법자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이는 선출직 검사들로 하
여금 정치인들을 상대로 형사입법 강화를 위한 로비를 행사하
게 만든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선출직이 아니며 처리하는 사건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봉을 받는다. 따라서 선출직 검사들과
는 상이한 유인을 갖게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담당사건의
숫자를 줄인다거나 처리사건 당 소요시간을 짧게 하여 자신들
의 업무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다.220) 후술되겠지만 입법부는
새로운 형사책임조항의 입법이나 기존 형벌조항의 강화를 통해
평검사들의 업무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줌으로써 많은 실적을 이
끌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과잉범죄화는 (입법부는 물론 선출직
검찰총수들뿐만 아니라) 임명직 지방검사들의 유인과도 거의 부
합하는 결과가 된다. Stuntz(2001, pp. 538-539)도 정확히 지적
하였듯이, 검찰 외에 중요한 집행기관의 한 축을 이루는 경찰들

220) “That means pursuing something that may cut against the goal of

punishing people the voters want punished: cost reduction. Like most
of us, line prosecutors are likely to seek to make their jobs easier, to
reduce or limit their workload where possible. That inclination means
two things: limiting the number of cases on their dockets, and
limiting the cost of the process per case.” (Stuntz, 2001, p. 535). 업무
부담 경감이나 향후 진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기소활동을 선택적으로
한다는 주장들은 본장에서 후술되듯 다른 문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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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인 역시 검사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즉, 주로 체포실적의 극대화(maximize arrests)에 관심이
있는 경찰들 또한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해주고 낮은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과잉범죄화를 선호하게 된다.221)
그런데 임명직인 연방검찰은 일반적으로 보아 선출직 지방검
찰총수들에 비하여 상기 정치적 유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
하다. 또한 주지방검찰에 비해 (대중적 관심을 끄는) 전통범죄

(예: murder, robbery)에 대한 집행책임의 정도가 낮다. 오히려
그들은 주로 승진이나 향후 취업개발에 이로운 사건들의 기소
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연방검찰(그리
고 법무부)의 형사조항 입법에 대한 애착이 작다고 볼 수는 없
다고 Stuntz는 주장한다. 그 이유는 대중들이 연방검찰의 기소
를 (대체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한 범죄’에 대
한 집행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아는 연방 법집행기관들
은 연방 관할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폭과 처벌강도를 높이고자
노력한다. 입법부 역시 법무부 및 연방검찰의 (심지어 정치적
이득이 적은) 입법에 대한 로비를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전술한 대로 연방의회는 상징적 범죄화에 대해 매우
강한 유인을 갖고 있는데, 연방기관들의 그러한 요구는 그에 부

221) 즉 지방검사들이 추구하는 형사입법은 대중들이 원하는 강력한 처벌을
낮은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절도용 도구 소지
죄(possession of burglars’ tools)’를 입법화하여 절도혐의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절도죄를 통해 입증하는 것에 비해) 검찰의 유죄협상력
을 높여주는 동시에 집행비용을 낮춰줄 것이다(Stuntz, 2001, pp.
53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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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이든 연방이든 검찰의 유인은 과잉
범죄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222)
셋째, 주정부의 항소법원 판사들이 갖는 유인이다. 현재 8할
이상이 선거에 의해 뽑히는 그들은 일반대중을 의식하는 정치
인들과는 달리 주로 변호사협회나 기타 사업자단체(professional

group)들의 견해에 신경을 많이 쓴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결문
은 이들 단체들에 의해 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즉, 그들에게
는 직업적 존경(professional esteem)이 중요한 유인으로 작동한
다. 결국 이들은 입법자 및 선출직 검사들에 비해 (대중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더 고려하여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항소법원 판사들의 호의 역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된다. 우선 판사들이 실제 심리하게
되는 사건들은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입
법부 및 검찰에 의해 우선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인들은 원하는 범죄를 만들어내고 검사들은 원하는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할 수 있지만, 항소법원 판사들은 주로 그들 행
위의 결과를 주로 받아들이는 격이기 때문이다. 둘째, 항소법원
판사들은 최상급법원(대법원)에 의해 자신들의 판결이 번복되는
것을 ‘공개적인 오명(public declaration of error)’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번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마찬
가지로 대법원 역시 자신들의 법률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

222) 필자 판단으로는 미국의 연방검찰청의 검사들이 갖는 유인이 우리의
경우와 더욱 연관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관해서는 제IV.5절에서 상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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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이 입법부에 의해 무효화되는 것을 꺼려한다.) 결과적
으로 항소법원은 정치인이나 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고인
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지만 다루는 사건범위의 한계와 상급법
원 및 입법부와의 마찰회피 유인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게 된
다 (Stuntz, 2001, pp. 541-542). 후술되겠지만 이는 입법부와
검찰의 과잉범죄화 유인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된다.

나) 입법부와 다른 부문들과의 관계

Stuntz(2001, p. 547)는 이제 입법부와 검찰, 법원 등 다른 부
문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좀 더 세밀히 검토를 시작한다. 결론부
터 말하면, 과잉범죄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검찰과의 관계가 제
일 중요한 듯하다. 저자는 검찰이 갖는 재량권을 강조하면서 여
러 경로를 통해 입법부에서의 과잉범죄화 현상을 강화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첫째, ‘범죄획정 범위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의 비대칭성’이다.
입법자들은 특정 범죄의 정의를 획정할 때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먼저 특정 범죄의 범위를 협소
하게 정하면 죄책성이 명백한 기소자를 유죄판결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반대로 너무 넓게 정하면 죄책성이 상대적으
로 미약한 기소자(혹은 여론의 동정을 받는 기소자)를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문제가 될지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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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에서 협소한 정의를 해버리는 경우에는 입법부를 비
난할 수 있는 여지를 검찰에게 제공하게 된다. 즉, 검찰은 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기소할 수 없는 책임을 해당 형사법
제를 적절히 만들지 못했다는 명분으로써 입법부에게 전가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
므로 두 번째 위험은 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을
갖는 검찰 스스로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기소는 하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무리한 기소가 실제 일어
난다면 여론은 입법부가 아닌 검찰의 과잉기소를 주로 비난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의 이러한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입법부는 협소한 정의보다는 광의의 정의를 선호하게 된다. 즉,
협소정의로부터의 위험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광의정의로부터
의 위험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다.223) 이는 과잉범죄화의 창
궐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이렇게 범죄의 획정과
관련된 정치적 위험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자연스럽게 과잉
범죄화의 입법전략을 선택하는 편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재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principal)와
검찰(agent) 간에 두 가지 경우의 ‘대리인비용’이 발생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먼저 (대중은 물론) 입법부가 원하지 않는 기소
를 검찰이 과잉집행할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왜냐하면 전술

223) “The political cost of the narrower fraud statute is low, but the
political cost of the broader statute approaches zero.” (Stuntz, 2001,
p.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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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로 검찰 역시 여론의 비판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반대로 입법부에게는 검찰의 과소기소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 문제될 수 있다.224) 특히 대부분
의 평검사들은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입
법부는 특히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영역에 대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집행비용을 실질적으
로 낮춰주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형사처벌 관련 법조항들을 수
정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대리비용의 극복 과정에
서도 입법부는 형사책임 조항을 확장하게 된다.
저자는 이제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로 논의를 확장한다. 형사
법과 관련하여 특수이익집단들은 주로 새로운 입법에 대해 영
향력을 발휘한다. 역사적으로 여러 다양한 그룹들이 형벌화 입
법을 통해 이득을 얻어왔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경쟁자들을
범죄화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사적 집단, 반대자들의 시위를
형사처벌화를 통해 봉쇄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적 집단
등이 있다. 또한 새로운 형사조항의 입법을 통해 실질적 효력보
다는 상징적 승리(symbolic victory)를 주로 취하려는 다양한 이
익집단들이 있는데, 대표적 예로 증오범죄법(hate crime laws)
에225) 대한 입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인종단체, 여성단체 등
224) 즉, 입법부가 무조건 범죄화의 영역만 지나치게 늘리고 법집행기관을 위
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과잉범죄화의 폐해가 바로 후술
되는 과소집행 문제이다. 다소 과장하자면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형벌부
과가 가능한 상황에서 법집행자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
로 우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가령 사회적으로 보아서는 그 피해가 커
서 최우선적으로 처벌되어야 할 흉악범죄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처리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우선 검거 또는 기소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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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특히 형사처벌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비중
이 작지 않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식의 입법은 반대하는 세
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
한 비용으로 입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수이익집단들이 입법부나 검찰에 의한 과잉범죄화에
제동을 걸기는 반대로 쉽지 않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재량권이 있는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해 해당 행
위들의 형사책임 조항이 확장될 경우, 특히 선출직 검사들은 언
론매체들을 통하여 증폭된 대중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기소에
우선 집중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범죄화입법에 대한 저항을 하
는 단체들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그런 사건들에 자신들이 연루
되어 있거나 또는 특정 그룹을 비호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일단 그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면 향후 다른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상의 요인들은 정치권과 검찰이 의기
투합하여 과잉범죄화를 조장하고 또 장기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요컨대 소위 특수이익집단들은 과잉범죄화에 기여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억제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법원 견제기능에 관해서도 논의하는데, 법

225) 증오범죄법은 인종, 성별, 지역 등에 대한 가해자의 증오심(animus)에 의해
범해지는 위반행위들을 형사처벌하는 법들을 통칭한다. 미국 FBI Uniform
Crime Reports의 Hate Crime Statistics 2011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 저
질러진 증오범죄는 위협 45.6%, 단순폭행 34.5%, 가중폭행이 19.4% 등의 순
위를 보였다. (http://www.fbi.gov/about-us/cjis/ucr/hate-crime/2011/narrat
ives/incidents-and-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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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역시 과잉범죄화를 막기에는 현재 일정 한계를 갖는다고 진
단한다. 원래 법원은 (과잉범죄의 맥락에서) 입법부와 검찰 간
유인상의 연합을 견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명확성원칙(vagueness doctrine)과 관대
성원칙(rule of lenity)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구들은 범죄정
의(crime definition)의 획정에 있어서 현재 미국 입법부가 갖는
우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소결정(charging decision)에 있어서
검찰이 갖는 재량에 의해 아무래도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
이다.
명확성원칙은 입법부가 범죄를 정의할 때 합리적 수준에서
명확히 해야 함을 요구한다. 주지하듯 이 원칙은 애매모호한 기
준을 들이대면서 매우 넓은 영역의 행위들을 범죄화시키려는
입법부의 의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Stuntz는 이
를 성공적이라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한다. 전술한 대로 입
법부가 본질적으로 과잉범죄화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는 한, 법
원이 명확성원칙을 밀고 나가면 입법부는 좁은 정의를 사용하
되 반대로 이제는 토막토막 범죄의 숫자들을 늘릴 수 있기 때문
이다. 사실 그 결과 형벌대상의 숫자, 즉 형법전의 두께만 늘어
나게 된 것이다. 또한 특정 이유로써 반드시 처벌하고자 겨냥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이러한 전략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
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된 조항들은 법률해석의 문제를 없
애기 때문에 오히려 입법에 대한 법원의 개입여지를 줄여주므
로 과잉범죄화의 비용이 더 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226)
관대성원칙은 법조항의 해석이 애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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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또한 앞서와 마찬가
지로 정치인들이 이 원칙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과잉범죄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버렸다. 즉, 정치인들이 확실한 처벌실적
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형벌조항에 대해서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집행기관에 유리한 방식으로
입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법원에서 관대성원칙을 적용할
여지를 아예 없애 버리고 말았다. 이를 통하여 입법부에 대한
법원의 통제원칙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회를 통한 정 반대의 결
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 법원 역
시 자신들의 법률해석이 입법부에 의해 무효화되는 것을 원칙
적으로 꺼려하기 때문에 전술한 대로 입법부와의 심한 마찰은
피하려고 할 것이므로 때로는 입법선호를 내부화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까지 보았듯이 입법부의 선호는 전반적으로 형사책임
조항의 확장이다.227)
226) “Vagueness doctrine rules out enacting all-encompassing crimes, but it

permits the creation of many smaller, more tightly defined offenses. It
thus pushes legislatures to expand criminal law by accumulation, by
adding ever more distinct acts to the criminal code.” (Stuntz, 2001, p.
560). “Vagueness doctrine makes that path at least somewhat risky in
criminal law, while posing no risks at all for targeted new criminal
acts. As a relative matter, then, it makes targeted new crimes
cheaper.” (Stuntz, 2001, p. 561).
227) “[A] strong rule of lenity raises the incentive for legislators to resolve
those issues - to eliminate doubts about the crime's coverage in
advance. Doubts are likely to be resolved in the government's favor.”
(Stuntz, 2001, p. 562). “Narrowing judicial interpretations, once made,
can be overturned. And just as trial courts dislike being reversed on
appeal, appellate courts dislike having their decisions overturned by
statute. … that creates a natural tendency for courts to intern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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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Stuntz의 이론을 종합해보자. 과잉범죄화와 관련하여 형
사입법 시스템에 대한 주요 참여자들의 유인 및 그들 간의 관계
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법부와 검찰의 정치
적 유인, 그리고 특수이익집단들의 로비, 혹은 법집행과정에서
평검사들의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입법부의 유인 등으로
말미암아 신규 또는 강화된 형사책임 조항들이 입법화된다. 그
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축적되어 결국 과잉범죄화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의 영향을 덜 받는 법
원은 피고인의 입장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며 입법부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수단들이 갖는 자체적 한계 및 궁극적으로 입법부에 의한
판결번복의 위험회피 유인 등으로 인해 견제기능이 제약을 받
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형사입법의 주요 참여자들 사이
에 형성되는 역학적 관계는 과잉범죄화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역학관계를 이해함
으로써 과잉범죄화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legislative preferences when construing statutes. And legislatures tend
to prefer broader rather than narrower criminal liability rules.” (Stuntz,
2001, p.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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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범죄화 유형의 구분

이제까지 과잉범죄화에 관한 일반론을 간략히 개관해보았다.
즉, 과잉범죄가 대체로 무엇이며, 실제로 발생한다면 심각한 부
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개연성도 살펴보았다. 좀 더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소절에서는 과잉범죄화의 유형을 구분해
본다. 그런데 이미 제II장과 제III장에서 처벌의 목적과 범죄의
영역을 법경제학적으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그리고 그 논의로
부터 법경제학적으로 합당한 이른바 ‘범죄경계선’도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제III장의 <그림 III-2>는 과잉범죄화의 유형을 구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요컨대 결과로
서 나타난 과잉범죄화의 유형을 단순화시킨 것이 본 소절의

<그림 IV-1>이다. 여기에는 총 세 가지 유형이 표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그 각각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유형(Type) Ⅰ: 엄격책임범죄의 확장
주지하듯 과실이나 엄격책임은 전통적으로 죄책성의 구성요
소인 ‘범의(mens rea)’로 취급하지 않고 불법행위법에서 다루었
다. 하지만 미국 및 영국의 경우 1900년대 중반에 일반범죄가
아닌 새로운 (사고성) 유형의 범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Chelius, 1976, p. 298). 그런데 막상 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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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소위 ‘비난가
능성’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정법의 실효성확보를 목적으로 강한 형태의 엄격책임을 도입
하고 더불어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Sayre, 1933, p.

58).228) 말하자면 엄격책임범죄는 사고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과실(negligence) 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형태의 범죄를 일컫는다.229) 물론 엄격책임범죄
는 현대에도 여러 국가에서 빈번히 관찰된다.
가령 영국에서도 산업재해 등에 과실보다는 엄격책임을 꽤
오래전부터 적용해왔으며, 죄책성 여부에 따라 형사벌칙을 부과
해왔다. 하지만 Spencer(2009, p. 265)에 의하면, 죄책성 있는
행동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단지 누군가는 비난
의 대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초기의 형
법에서와 같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였다. 실례로

2008년 ‘R v. Chargot Ltd. and Others(UKHL 73, 2009)’ 사건에
서는 공사현장에서 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자신이 운반하던 모
래에 깔려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의 고용자, 공사현장 책임
자, 및 관리자가 엄격책임에 근거하여 기소당했다. 담당판사는
이들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228) ‘Regina v. Woodrow(15 M&W, 404, 1846)’ 사건에서의 담당판사는 피고인
이 마약중개인에게서 불순물이 섞인 담배를 ‘모르고(had no knowledge)’
샀을지라도, 대중이 느끼는 불편함이 더욱 크므로 ‘범의’에 상관없이 형
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엄격책임범죄로서 형사
벌칙부과를 받은 첫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Sayre, 1933, pp. 58-59).
229) 이들에 대해서는 법학과 경제학 모두로부터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예:
Wasserstrom, 1960; Epstein, 1973; Shavell, 1980 등).

318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10만 파운드 가량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였다 (Spencer, 2009, pp. 263-265). 판사가 내
세운 견해처럼 만약 해당 사건에서의 사고가 주의의무로부터
과다일탈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필자가 정의한 <그림 III-2>의 c
그룹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피해가 높더라도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
다면 여전히 g 그룹에 속하게 되어 과잉범죄화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III-2>에서 사고성이 있으나 c 그룹에 해당하는 행위는
죄책성을 갖는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과속운전
중 치사 혹은 독극물을 방치하여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설
사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어도, 각 행위자의 합리적 주의
의무로부터 ‘과다하게 일탈하여’ 피해를 준 것이므로 c 그룹에
포함시켜 형법으로써 통제하는 데에는 경제학적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g 그룹에 속하였던 행위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엄격책임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마치 c 그룹의 것으
로 잘못 해석하거나, c 그룹의 논리를 g 그룹에까지 과다적용한
다면 과잉범죄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범죄경계선의 윗
부분이 원점을 향하여 볼록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
림 IV-1>에서는 이를 ‘유형(Type) Ⅰ’에 해당한다고 나타내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과잉범죄화는 다음 소절에서 후술하
는 대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유형 Ⅰ의 과잉범죄화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많은 비판이 있
었다.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죄책성’을 충족시키기 힘들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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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Sayre(1933, p. 56)는 고의성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실수로 발생한 사고 또는 단순사고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혹한 행위(outrage)’라고 했으며, Hall(2005, p.

304)은 형법의 목적에 반하는 ‘끔직한 것(anathema)’이라고 비판
하였다. Wasserstrom(1960, p. 734) 역시 엄격책임이 첫째, 죄책
성을 고려해왔던 전통적인 형벌의 목적에 어긋나고, 둘째,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엄격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무죄인 사람
에게도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특
히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를 과다억지하는 부
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Wasserstrom(1960, p. 739)의 주
장에는 경제학적인 논리가 돋보인다. 왜냐하면 ‘내부화’의 대상
이 되어야 할 행위들이 불필요하게 ‘억지’의 대상으로 잘못 바뀐
것에 대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230)
비판은 최근에 들어와서도 계속 되는 듯하다. 이를테면

Luna(2005, p. 716)는 피해자 및 사회전체에 직접피해를 주는
‘잘못된(wrongfulness)’, ‘유해한(harmfulness)’ 그리고 ‘죄책성
(culpability)’을 지닌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비난가능성’과는 관계없는(no relation to)

230) 물론 법경제학에서는 과실책임주의에 비하여 엄격책임이 비교우위를 갖
는 상황에 대한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 있다. 가령 경제모형을 통해 위반
자의 ‘위반행위수준(activity levels)’과 ‘주의의무수준(level of care)’을 구
분하여 특히 전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주의가 효율적 유인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이미 오래 전 정립되어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때의
엄격책임 우위론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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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행위들에 형사책임을 부담하여 ‘과잉범죄화’ 현상이 발생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엄격책임범죄를 그 한 가지 대표적 예로
제시하였다. 더욱이 Luna(2003, p. 15)는 죄책성을 고려하지 않
는 엄격책임범죄는 과거 민사법상으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었
던 행위들을 형사법으로도 억지할 수 있게 되어 두 제재수단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던
이 문제를 필자는 앞서 ‘범죄의 영역’이라는 포괄적 개념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2000년에 입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고의 및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제조자 혹은 판매자에 대하여
엄격책임(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231) 여기서 제조물책임
법은 단순한 결함존재의 여부뿐만 아니라 결함에 의한 인명 혹
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한다. 나
아가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면 형법상 과실치사죄 [267조]
에 근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법학자들에 의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형사
231) 엄밀히 말하면 제조물책임법은 과실책임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사실상 엄격책임의 결과를 도모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주지하듯,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흠결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에 있어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및 그 흠결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
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소비자들이 제조물의 흠결을 주장,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빈번히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으로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
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
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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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부과는 ‘그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고의 또는 과실의 정
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소비자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하여 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하태훈, 2002; 박
강우, 2004; 전지연, 2008).232) 나아가 위 법학자들은 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즉, 사용자가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제품을 구
매했거나, 오용한 경우에는 설사 엄격책임을 부과하더라도 제
조자는 민사적으로도 책임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233)
결국 주의의무로부터 과다하게 일탈한 행위가 매우 높은 수준
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즉, <그림 III-2>의 c 그룹) 한하여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한 필자의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사
료된다.

232) 국내 법학자들은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으로서 ‘객관설’과 ‘주관설’을 내세
웠다. 전자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수준이며, 후자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행위자의 지식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수
준을 책정하는 것이다 (전지연, 2008, p. 74). 한편 후자의 경우, 행위자
가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특수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
여 주의의무수준을 결정해야한다는 것으로 보아 ‘과실정도’를 어느 정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233) 즉, 국내 법제에 따르면 제조업자의 과실과 사용자의 고의･과실은 뚜렷
이 구분된다. 제조업자의 과실이 일단 인정되면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개재되었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서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반영되어 배상액이 상계된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단계에서, 사용자의 고
의･과실은 그 이후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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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Type) Ⅱ: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 행위
들로의 형벌확장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전통적인 형벌목적은 ‘죄책성’이 존재하
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 무렵부터 공
정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등을 비롯하여 무수한 분야에 대한 행
정규제조항이 생겨나자 살인, 강간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범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가령 담합, 채권거래조작, 내부자거래 등의 ‘규
제범죄(regulatory crimes)’에까지 형벌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Kadish, 1963; Coffee, 1988, 1991). 이는 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에 대한 호소만으로는 억지하기 힘든 위반행위를
통제하고,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Kadish, 1963, p. 425).
초기 규제범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래 그에 대
한 처벌강도는 점차 강화되었으며, 현재에도 규제위반행위에 대
한 형사벌칙부과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34) 미국의 경우 대
표적인 사례는 주로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관할하는 각종 환경규제의 위반에 대하여 급증하고 있는 형벌
조항들이다 (Babbitt et al., 2004). 유럽 역시 EU directive

2008/99/EC를 통하여 환경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본격적

234) Coffee(1991, p. 202)에 의하면, 1970년에는 전체 형사기소 중 8%에 불
과했던 화이트칼라범죄가 1983년에는 무려 24%까지 증가하였다. 따라서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활발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추후 상술되겠지만 한국의 공정거래법 역시 과거에 비해 형
사벌칙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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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법화하였다 (Goeschl and Jürgens, in press).
앞서 <그림 III-2>에서 i 그룹에는 피해를 야기했거나 잠재적
으로 피해발생확률이 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이 포
함되며, j 그룹에는 각종 규제위반행위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지하듯 i 그룹 또는 j 그룹에 속한 행위들은 ‘고의성’
이 높지 않거나, ‘사회총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대개 범죄에 해
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경
우 제소확률이 낮거나 규제위반의 경우 적발확률이 낮아) 자산
불충분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각각 ia 그룹 또는 ja 그룹
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학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불충분성, 고의성, 사회총피해 등
죄책성의 결정요인들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불충
분성의 논리를 i 그룹 또는 j 그룹에까지 과대적용하여 ia 그룹
또는 ja 그룹으로 처리하면 과잉범죄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범죄경계선의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림 IV-1>에서는 ‘유형(Type) Ⅱ’에 해당한다. 거듭 과잉범죄
화로 인한 부작용은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후술될 것이다.
유형 Ⅱ의 과잉범죄화는 주로 규제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에
발생한다. 먼저 Kadish(1963, pp. 427-428)는 규제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자 함이었으나, 규제자체가 명확하게 범죄행위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벌을 부과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셔먼법 [1조] 및

[2조]는 “무역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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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어디까지

범죄로

정의해야하는지가

불분명하다.

Luna(2005, p. 716)는 ‘과잉범죄화’ 현상은 단순히 범죄행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규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235)

또한

Coffee(1991, p. 237)는 (확장피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직접
피해가 크지 않은 행위에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
제재에 대한 ‘과잉의존(overreliance)’이라고 주장하였다. 행정형
벌의 비대화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대로 현저히 낮은
적발확률로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자산불충분성의 문제가 발생
한 것이 아니라면, 총피해규모가 낮은 경우에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한편 국내에서도 행정규제위반자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칙의
부과실태와 그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편의상 공정거래의 예를 다시 들면, 공정거래법
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국
내학자들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형사고발되는 수치는 매
우 작기 때문에 법집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천
현, 2009; 최승재, 2011). 더욱이 최승재(2011)는 부당한 공동행
위([19조 ①])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들은 형사처벌을 할 정
도로 가벌성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 비범죄화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다.236) 특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3조의2])는 고의성
235) 이러한 범죄규정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서 필자는 ‘범죄의 영역’
을 먼저 획정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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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과징금 등
의 행정제재로써 규제해야한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승
재, 2011, pp. 188-189). 결국 이상의 주장들을 그림으로 해석하
면, i 그룹에 있어야 할 행위에까지 범죄경계선을 과대하게 적
용하여 ia 그룹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유형(Type) Ⅲ: 피해가 낮은 위해행위들로의 형벌 확장
여러 번 지적한 대로 형사처벌은 사람, 재산 및 국가에 막대
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마지막 수단(last resort)’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론이다 (Kadish, 1963, 1967, 1987; Luna, 2003,

2005). 하지만 1962년에 미국형법전(Model Penal Code)을 개정
하면서, 전통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왔던 행위들뿐만 아
니라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까지 형사
벌칙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Kadish, 1987, p. 21). 그 한 부류
가 이제는 시민들의 ‘사적영역(zone of personal liberty)’까지 침
범하여 범죄화한 것이다 (Luna, 2003, p. 14). 심지어 피해가 거
의 없는 행위에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가령

Washington에서는 열차 내에서 감자튀김을 먹었다는 이유로 12
살 소녀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으며, Texas에서는 동물(말)
을 혹사시켰다는 이유로 형사벌칙을 부과받았다 (Luna, 2003,

236)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은 과잉범죄화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다음절에서
더욱 상세히 후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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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14-15). 물론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 와서도 빈번히 발생한
다.237)
전술했듯 <그림 III-2>의 f 그룹에 속하는 위반행위들은 사회
적인 기본규범을 위배한 것으로서 비록 직접피해는 작은 경우
도 있을 수 있으나 ‘확장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죄책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좀도둑, 재물손괴 혹은 단순폭
행으로 인해 가령 몇 십만 원 정도의 낮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지라도, 사회규범을 훼손하였다는 ‘확장피해’가 크기 때문에 형
벌부과가 정당화된다. 반면 앞의 두 유형(유형 Ⅰ, 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낮은 행위(즉, h 그룹)까지 형사처벌하는 것
은 <그림 III-2> 상에서 f 그룹에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범죄경계선을 h 그룹에까지 과다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렇다면 과잉범죄화의 문제가 발생하며, 범죄경계선의 아랫부분
이 볼록해지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유형 중 마지
막 유형이며, <그림 IV-1>의 ‘유형(Type) Ⅲ’에 해당된다.
유형 Ⅲ의 과잉범죄화에 대한 기준은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237) 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2010년 2월, New
York의 Queens에 위치한 Forest Hills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알렉사 곤잘
레스(12세)는 수업시간에 책상에 낙서했다는 이유만으로 옷을 벗겨 몸수
색을 당한 후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다 (“Writing ‘I love my friends
Abby and Faith’ gets 12 year old handcuffs”, WSJ, 2010.2.5). 그 혐의
는 놀랍게도 기물훼손이었다. 또한 얼마 전 영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인종
차별적인 발언(“What has this country come to? … with loads of
black people and load of fucking Polish.”)을 한 여성을 체포하였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The Guardian에서는 음주소란 등과는 달리
협박 및 직접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여성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
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My tram experience’ is shocking – but
should it be cause for arrest?”, The Guardian,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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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혼란을 준다. 이 유형에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편향이 많
이 반영되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가령 일부 학자들은 마
약, 도박, 성매매 등 ‘희생자 없는 범죄’는 직접피해가 없어도 사
회전체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데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Luna, 2003, p. 16). 그러나 유형 Ⅲ의 과잉범
죄화와 관련된 대표적 논의로서 Kadish(1987, p. 22)는 ‘개인의
도덕성(private morality)’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대중의 기준

(public standard)’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범죄
화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희생자 없는 범죄인 성매매, 동성
애,238) 낙태 등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adish, 1967, p. 63; 1987, pp.

24-25).239) Junker(1972, p. 699)는 희생자가 없고 합의 하에 발
238) 국내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형사규정이 별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예외로
군형법상 [92조]에 근거하여 군대 내에서 “계간(남자끼리 성행위)이나 기
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위

조항은 군대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동성 간의 성적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볼 경우에도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군형법 [92조] 위헌제청). 참
고로 결정문에는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의견과 “군인이 군대 밖에서 (동

성)민간인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고 해석한다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헌
법에 위반된다”라는 재판관 1인의 한정위헌의견이 있었다.
239) Kadish(1967)는 또 ‘희생자 없는 범죄’처럼 개인의 도덕성을 위반하는 행
위들에는 형사법을 적용하여도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성매매, 동성애, 낙태 등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결정되기 때문에 법
으로써 제한하여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당 행위를 위반하기 마련이다
(Kadish, 1967; Coffee, 1988). 구체적으로 Kadish(1967, pp. 61-62)는 동
성애가 서로 합의하에 은밀히 발생되기 때문에 적발확률이 매우 낮아 법
집행에 효력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취향으로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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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사적범죄(private offenses)’는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고까지 말했다.240)
더불어 Luna(2003, p. 16; 2005, p. 720)는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유무 또는 죄책성에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Luna(2003, p. 16)에
의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행위를 범죄화한 것이 과잉범죄
화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억지하기 위함이라며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 (비용에 상관없이) 해당 행위를 형법화한다. 이렇게 여러 가
지 부작용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입법화되면 폐기되지
않은 채 계속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왔다 (Luna, 2005, p.

720). 이에 Harcourt(1999, p. 113)는 피해발생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피해원칙(harm principle)’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에서도 h 그룹에 해당할법한 행위들이 f 그룹의 범죄로
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외벽낙서는 그 정도가 심하면 형법 [366조]에 근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게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해고노동
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건물외벽 등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

로 인한 억제효과가 상당히 낮다. 성매매도 마찬가지이다.
240) “private morality and immorality … is not the law’s business.”
(Junker, 1972, p.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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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으로 낙서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
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또한 f 그룹의 논
리가 h 그룹에까지 과대적용되어 피해가 매우 낮은 위반행위가
경범죄에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한다.241) 예를 들어, 국내에서
고의적 쓰레기투척, 새치기, 노상방뇨 등은 고의적으로 행해졌
지만 직접피해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경범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242) 이 경우는 고의적으로 행해졌
지만, 직접피해 및 확장피해가 형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필자가 정의한
과잉범죄화는 현실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241) Kadish(1963, p. 447)는 ‘비난가능성 정도(degree of blameworthiness)’의
구별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며, 종종 사소한 위반행위는 경범죄 유형에,
경범죄는 중범죄 유형에 포함될 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242) 경범죄처벌법 [1조]에 근거하여 고의적 쓰레기투척, 새치기 및 노상방뇨
를 포함한 54가지의 실로 다양한 경범죄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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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주요 과잉범죄화 현상: 세 가지 유형

주)

: 과잉범죄화로 인해 확장된 범죄 경계선
Ⅰ: 엄격책임범죄(strict liability crime)의 과다한 적용
Ⅱ: 민사적 성격의 사건 및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과다한 형사처벌 부과
Ⅲ: 정치적사회적
․
편향에서 비롯된 특정행위들에 대한 과도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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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잉범죄화의 폐해

가. 일반론
제IV.3절에서는 이상의 과잉범죄화가 야기하는 폐해를 검토
해본다. 영미법계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엄격책임범죄로 인하여
이미 20세기 초에 이 현상의 폐해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Kadish와 같은 학자를 필두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편 이제까지의 제한된 문헌서베이에 의하면 국내
에서는 1990년대에 학계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듯하다. 결론부
터 말하면, 큰 맥락에서 국내학자들의 견해는 외국과 유사하다.
흥미롭게도 특히 행정형벌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서 전술한 ‘유형 Ⅱ’의 과잉범죄화가 주요 논란대상으로 보
인다.
요컨대 국내에서 과잉범죄화에 관한 논의들로서 주로 행정규
제위반자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칙의 부과실태, 그로 인한 부작
용들, 그리고 탈형벌화에 대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 가령 오영
근․진희권(1994, p. 13)에서는 “너무 방만한 형벌규정으로 인하

여 일반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인지 그
리고 금지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게 되
었다”고 지적하며, 남용되는 벌금형에 대해 과태료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나아가 과잉범죄화의 폐단으로 “전과자 양산” 및 “형사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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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업무부담 가중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의 부실화”(김용
세, 2003, pp. 5-6)를 설명하였고, 윤성호(1999, p. 327)는 “사소

한 행위도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국민을 범죄인으
로 양산하는 현상까지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행정형법
의 과감한 정비를 요구했다. 그 밖에도 여러 문헌들에서 과잉범
죄화 현상을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243) 이하에
서는 관련 외국 문헌들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과잉범죄화의 폐
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한다.

1) 범죄자양산과 과잉처벌(비례성파괴) 등
과잉범죄화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것은 그것이 막
대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우려가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으로서 과다한 형벌
의 적용으로 인한 ‘과잉억지’ 및 그로 인한 ‘범죄자의 양산’을 들
수 있다. 종종 ‘경제위축’ 논리로 확대되기도 한다. 즉, 무수한
행정규제들로 인해 규제위반자의 규모는 크게 늘어나게 되고,
피해정도에 따라 정확히 산정된 형사벌칙이 부과되기보다는 무
분별하게 형사벌칙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43) 윤동호(2004, p. 132)는 “한국에서 이른바 ‘행정벌’은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라 무분별하게 과잉으로 증대되어”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되는 징
벌적 민사제재의 도입이 이르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김용섭(2007)은 행
정형벌의 한 가지인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탐구하였다.
관련 교과서로는 박균성(2009, p. 525), 박윤흔․정형근(2009, pp.
549-550), 홍정선(2010, pp. 431-433) 등에서 행정형벌의 과잉현상과 그
를 억지하기 위한 행정질서벌화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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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죄질이 심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한 형
벌을 부과하게 되어 과잉억지(overdeterrence)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244) 더불어 “과잉범죄화로 인한 범죄자의 양산으로 전과자

에 대한 낙인”(박찬걸, 2010, p. 129)을 남발함으로써 범죄자수
를 급격히 증가시켜245)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소위 ‘범죄자양산론’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주 듣지만,
실제 통계치를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
듯 지난 40년간 전체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해왔는데, 이를 다른
각도로 본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 또한 크게 양산되어왔
음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과자의 수가 과연 얼마나 빨리
양산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전과자 수에 관한 통계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절에서 상술 되는대로
가히 충격적이다. 예를 들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다
섯 명 중 한 명이 전과자라고 할 만큼 우려될만한 수치를 보이
고 있다.
후술되는 실제 통계치들로 볼 때 한국사회에 전과자가 그야
말로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에는 큰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향
후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가? 우선 무분별한 엄벌주의로 정
244) 앞선 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2호는 지난 2010.3.22.에 적용, 2010.9.23.
부로 시행된 법률 제10156호(일부개정)에 의해 삭제 및 신설된 제101조
제1항으로 과태료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규제들이 양벌규정 및
벌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45) 윤성호(1999, p. 32)와 김용세(2003, p. 2) 등도 전과자 양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고, 이호용․박수희(2008, p. 359)도 같은 맥락에서 지
속되어 온 과잉범죄화 문제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

적 발상이라거나 ‘전국민의 범죄인화’라든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라는
등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334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법 무시경향 및 법의 권위상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국내의 여러 우려들은(예: 이천현, 2009, p.

127) 큰 맥락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다.
특히 최근 Husak(2008, pp. 11-12)은 이러한 주장들을 매우
명쾌히 종합하고 있다. 과잉범죄화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법에
대한 경시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법규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시민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된다. 설사 겉으로는 준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전체 형사법체계로 확장되면 그 폐해의 규모는
급증하게 된다. 불공정한 형사처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순간 형사처벌이 갖는 억지효
과가 감퇴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형사처벌에서는 억지력 확보를
위해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
상태에서는 ‘희소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낙인효과의 유익한 기
능이 급속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범죄의 영역이 과도하
게 확장될수록 오히려 낙인효과는 소진되고 억지력은 거의 확
실히 사라진다는 것이 Husak의 결론이다.246) 낙인효과에 대해
서는 경제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로지 형사제재에
만 있는 낙인효과(즉, 정보기능)를 통하여 과거 형벌을 받은 적
이 있는 범죄자들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사회구성원
246) “Stigma, however, is a scarce resource that dissipates quickly. The

state cannot effectively stigmatize persons for engaging in conduct
that few condemn and most everyone performs. As the scope of
criminal liability expands, stigma is depleted and deterrence most
likely eroded.” (Husak, 2008, p. 12,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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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좀 더 효율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다는 Galbiati and

Garoupa(2007)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추론
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의미와 불이
익을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가령 인구 다섯 명 중
한 사람 이상이 전과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낙인이라는 일종
의 신호(signaling) 기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된다.

2) 집행기관의 유인 왜곡
과잉범죄화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집행기관의 유인 왜곡’을
들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적되어 왔다. 매우
흥미롭게도, 하나는 과다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반대인 과소
처벌이다. 이 둘은 결코 평균개념으로 생각되어져서는 안 되며,
모두 ‘적절한 처벌수준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처벌의 과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
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과다처벌’ 현상부터 검토하자. 강력한 처벌로써 뒷받침
되는 규제들이 존재하게 되면 집행기관의 ‘재량권’이247) 확대되
며 곧이어 그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적절수준을
초과하는 처벌이 야기될 수 있다. 주지하듯, 과다처벌은 궁극적
으로는 법제상 과잉범죄화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후자가 전자
247) 앞서 잠시 설명된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 의하면 이 재량권을 위하여 관
료집단 스스로가 과잉범죄화를 능동적으로 야기할 수도 있다. 즉, 관료
들의 재량권은 가령 입법부의 과잉범죄화에 따른 일방적 산물로만 이해
하기 보다는 애초부터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 즉 제도 도입에서
의 내생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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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분조건이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설사
지나치게 많아지더라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다처벌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잉처벌은 집행기관의 실제
집행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검토하자.
비록 제한된 서베이지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형사처벌의 집
행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경찰과 검찰이 (법
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자주 지적되어 왔다는 인상을 받
게 된다. 환언하면, 두 기관이 형사처벌이라는 산출물을 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Ashworth

and

Redmayne(2005, pp. 142-146)의 설명을 요약하면, 먼저 경찰이
검거하지 않으면 처벌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검거라는
행위가 경찰의 재량에 상당히 좌우된다는 것이다.248) 그 다음은
검찰의 법집행인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역시 재량
권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O’Neill(2003)에서도 정확히 같은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검
찰의 재량권행사 역시 1980년대부터 이미 법경제학의 연구대상
이 된 바 있다. 이를테면 Benson et al.(1992; 1994)에서는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의 유인과 재량권행사를 다룬
바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의 부정적 사적 유인에 대
한 외국의 연구들도 종종 발견된다. 최근 Brown(2009, p. 456)
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과잉범죄화가 발생했음을 주장
248) 이러한 논리는 Dubber(2005)에서도 발견된다. 사실 경찰의 검거행태가
보이는 자의성에 관해서는 법경제학 문헌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
히 지적되어 왔다. Benson et al.(1998)에 보면 그때까지의 문헌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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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때때로 검사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형사집행을 한다고 밝
힌 바 있다. 예를 들어, 관할구역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유권
자들이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범죄들을 우선적으로 기소한다
는 것이다. 한편, 규제집행자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규제의 위
반에 대하여 다른 제재수단보다도 형사처벌 규정 도입을 선호
하며 이를 위해 입법자들에게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한다는 주
장도 있다(예: Benson, 2002). 이런 맥락에서 Stuntz(2004, p.

2563)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기소할 수 있는 메뉴를 과
잉범죄화된 법체계가 제공한다고도 표현한 바 있다.
물론 법치주의가 덜 정립된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부패와 직결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는 것이 그리 어렵
지 않아 보인다. 이에 관한 여러 주장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재
산권이론 맥락에서에서 전개된 Benson(1988, p. 80)의 논리는
큰 설득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범죄화가 확장될수록 민간재산
권의 점점 많은 부분이 공공부분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주지하듯, 공공부문의 통제자원은 공유재(commons) 속성을 강
하게 띤다. 형벌법제가 양산될수록 검거하고 기소하는 법집행자
원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며, 법집행자분의 의사결정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급기야 법으로 통제된 민간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팔기 용이해진다. 예컨대 높은 수요가 상존하는 특정 재화의 시
장거래가 형벌로써 금지되면 자연스럽게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
다. 해당 재화의 거래권리가 공공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집행자의 활동 자체는 주인(즉, 국민 또는 입법부)의 의사대
로 사용되기 힘든 공유재이므로 법집행자는 통제되었던 민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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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을 이제 불법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요컨대
재산권구조(rights structure)를 불법적으로 변경해주면서 그 대
가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부패라는 Benson의 결론
이다.249)
둘째, 과잉범죄화로 인한 ‘과소처벌’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은 집행기관들로 하여금 이번에는 해당
규제위반자에 대하여 과소집행하는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다

(Stacy and Dayton, 1997; Brown, 2001; Natapoff, 2006 등). 이
러한 반대방향의 효과에 대한 주장은 앞서 지적된 유인과는 다
소 상이한 경찰이나 검찰의 유인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에는 업
무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강조된다. 법에 따르면 검
거나 집행해야 할 범죄자가 너무 많은데,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
하여 쉽고 절차상 간단한 사건부터 처리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
다. 동시에 집행자들 스스로도 실정법이 과잉범죄화라고 판단될
때에는 과도한 처벌을 꺼리게 되는 현상도 지적된 바 있다. 이
는 앞서 Stuntz(2001)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249)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ing criminalization and the
opportunities for corruption is obvious. Greater criminalization means
a greater common pool problem as more property rights are
controlled by governmental officials. In essence, more laws mean
more demands are placed on common pool law enforcement
resources. Thus, there are greater possibilities for the illegal sales of
rights.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in private sector underground
markets increase, so enforcement officials have additional
opportunities to accept bribes in return for altering rights structures or
allowing some individuals or groups to operate in a private illegal
market without fear of punishment.” (Benson, 1998,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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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집행기관의 사적 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앞의 과다처벌 현상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처리건수 등 실적제
약을 채우면서도 가장 부담이 적은 범죄들만 처리하려는 철저
한 소극주의에 해당한다.250) 실제로 형벌이 과잉화되었다면 검
찰이 스스로 알아서 기소를 자제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나쁘
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 상황도
부작용을 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넓은 범주의 행위에 형
벌이 가능하므로 법집행자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도움 되는 방
향으로 법집행자원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아서
는 그 피해가 커서 최우선적으로 처벌되어야 할 흉악범죄들은

(예: <그림 III-2>의 a 그룹) 검거와 기소의 후순위로 밀리게 되
는 일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는 후술되는 세 번째 폐해와도 밀
접한 관계를 갖는다.

3)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과잉범죄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들 중 법경제학적 시각
에서 필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문
제는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다. 이는 기존 법학․법조계에
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과도 일부 연계성을 갖지만, ‘법집행자
원의 희소성’을 더욱 강조하며, 비효율적인 ‘자원 재배분의 효과’
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려는 시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250)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면서 Ashworth(2008, p. 407)는 법집행이 ‘부분적
으로만(partially)’ 이루어진다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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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을 보인다.
우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억지하는 제재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
한정된 법집행자원은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일반범죄자나 규
제위반자 순으로 투여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
다. 한편 Becker(1968)로 대변되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예:

Shavell, 1985; Posner, 1985; Bowles et al., 2008 등) 의하면 형
벌부과는 제재수단들 중 가장 높은 규모의 사법자원을 투여해
야 한다. 상대적으로 훨씬 고비용이 소요되는 형벌을 무분별하
게 사용하게 되면 단기에는 물론이거니와 동태적으로도 여러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다.
과잉범죄화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이미 제정된
형벌규정을 그대로 추구하면, 사법부와 행정부 법집행자원의 엄
청난 쏠림현상이 생길 것이며 이는 곧 자원낭비로 직결된다.251)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잉억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합법적 행위가 위축되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작
법집행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할 영역에는 자원이 고갈되
어 버리는 소위 ‘구축(crowding-out)’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251) 실제로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적발․고발(약 20일) 후 경찰(약 40
일), 검찰(약 30일), 법원(약 30일)을 거치는 동안 총 120일 이상의 시간
이 소요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p. 13). 반면 예를 들어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형벌에 비해 100일 이상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
으며, 이와 같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사법자원의 막대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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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억지를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로 동태적으로 법집
행의 억지력이 약해지고 해당범죄율은 증가될 수 있다.252)
물론 이러한 구축효과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특히 통상 ‘보통법국가’로 구분되는 미국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
제점이 발생했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Luna,

2005, p. 712; Stuntz, 2006, p. 781 등). 앞 소절에서 설명한 대
로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소위 ‘형벌화현상’ 또는 ‘과잉범죄화’의
부정적 측면들이 이미 1960년대에는 충분히 인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과잉범죄화라는 용어는 1950년대 후반에 성
매매, 동성애 등의 비범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후반 및 1970년대 이후 가격담
합 사건 및 주식내부자거래 등의 경제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빈번히 사용되었다(Coffee, 1988, pp.

121-122).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인지되면서 Junker(1972)는 (‘법
무시경향’, ‘부패’ 등의 문제와 더불어) ‘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
분’의 부작용을 본격적으로 지적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Parker(1989)는 법경제학적 시각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최적형
사처벌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약범죄에 대한 과잉형벌화가 오히
려 재산범죄율의 증가를 초래했다는 결과를 보인 Benson et
252) 환언하면, 과도한 형벌의 부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에 과부하를 초래하

여 보다 심각한 범죄에 대응할 기회와 자원을 소진할 수 있고, … 형사
사법기관의 부담 증가, 형벌의 범죄예방효과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
래”하게 된다 (박찬걸, 2010,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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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92)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제반 법집행자원이 마약사범에 집중됨으로써 재산
범죄에 할애되는 자원이 고갈되고, 재산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됨으로써 범죄발생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였다.253) 경범죄
대 중범죄의 상충효과를 다룬 Corman and Mocan(2000)도 정확
히 같은 맥락의 연구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잉범
죄화 현상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세부범주에 초점을 맞춘 후
법경제학이론의 도입을 통해 최적형사벌칙에 관해 논의하거나,
또는 실증분석을 통해 과잉범죄화의 부작용 발생여부 및 부작
용을 밝히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254) 결국 과잉범죄화는 가
령 교도소를 짓는 데에 자원을 쏟아붓는 대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과소집행(underfunding of everything else)’을 초
래했다는 최근 Stuntz(2006, p. 782)의 회고는 그간 발생했던
현상을 한 마디로 축약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53) 이 연구에서는 ‘법집행자원 일반’을 다루었으나, 6년 후 Benson et
al.(1998)에서는 특별히 경찰자원의 쏠림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방법
론을 사용하여 정확히 비슷한 구축효과를 제시하였다.
254) 정확히 구축효과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아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
규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로서 예를 들어 기
업범죄와 관련해서는 Cohen(1989), Parker and Atkins(1999), Alexander
et al.(1999) 등이 있고, 환경범죄와 관련해서 Cohen(1992) 등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Snyder(1990), Gallo et al.(2000), Hylton and
Deng(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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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법집행 양태 및 전과자 양산 현황
1) 행정범죄 기소로의 쏠림과 범죄발생의 양태

<표 IV-1>은 검찰연감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형사
범’과 본 연구의 주제인 ‘행정규제위반자(즉 행정형사범)’의 처리
및 기소실적을 구분하였다.255) 본 연구를 한창 진행 중이던 시
점에서 가장 최근 가용자료인 2009년 통계에 의하면, 기소된 행
정규제위반자의 수가 무려 73만여 명으로서 전체기소숫자의

60%에 달한다. 처리된 행정규제위반자의 숫자는 128만 명으로
서 전체 처리숫자의 40%를 상회한다. 그리고 행정규제위반자의
기소율 57%는 일반형사범 기소율의 1.9배나 되어 매우 높다.
따라서 2009년 검찰은 행정규제위반사범에 대하여 일반형사범
에 비하여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의 처리숫자를 보였으나, 약 2배
에 가까운 확률로 형사기소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기소실적을 보였다.
이상의 범죄유형 간 처리, 기소율, 기소숫자 등은 2009년만의
현상은 아니다. 2005년부터 5개년도의 평균수치를 감안할 때,
255) 검찰의 주요업무인 기소에 대한 통계는 범죄분석에서도 구할 수 있다.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미미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탐문 결과 그 주요 이
유는 형법조항을 곧바로 준용할 수 있어서 일반범죄영역으로 편입된 행
정규제 관련 특별법들의 숫자가 검찰연감에서 좀 더 작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범죄분석의 수치는 각하 및 타관송치가 제외된 ‘처분된 결과로
서의 인원수 총합’으로 정의되는데, 이에 따르면 범죄분석의 처리숫자
가 오히려 더 작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에 제시된 2006년까지의 수치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
찰연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하 제IV.5절에서는 범죄분석에 의한
통계치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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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오는 형사범은 연평균 약 260만 명으로서 단 한차례의
등락도 없이 전체 처리숫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기소숫자는 두
차례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약 12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검거숫자 및 (더욱 본질적으로는) 범죄율 증가에 따라
결국 검찰자원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처리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소숫자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
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검찰의 자원배분에서 행정형사
범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검찰연감상 5년 동안 행정형사범의 처리숫자는 전체 형사범에
서 평균 44%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기소숫자는 전체에서
평균 66%의 비중을 차지해왔다. 물론 이는 형사범에 대한 기소
율이 일반범의 두 배를 능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었다.
반면 전통적인 일반형사범의 경우 기소숫자는 행정형사범의

60%를 조금 넘을 뿐이며, 특히 억지력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일
반형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30%에 머물고 있다. 기소율이 무조
건 높아야 최적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으나, 이 0.3이라는 기소
확률은 범죄자들이 인지하는 종합적인 처벌확률을 상당히 낮출
것임에는 틀림없다. <표 IV-1>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최소한 이
상의 수치들만 본다면, 검찰의 법집행자원이 행정규제위반자들
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런
데 제한된 검찰자원의 배분에서 이렇게 쏠림현상이 심각해지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
로는 물론 규범적으로도 형사벌칙이 정작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야 할 이를테면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의 강력흉악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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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 (Kim et al., 1993; Benson et

al., 1994, 1998).
<표 IV-1> 유형별 형사범의 처리와 기소숫자, 및 기소율 추이
(단위: 천 명)
2005 년
처리

기소
(%)

2006 년
처리

2007 년

기소
기소
처리
(%)
(%)

2008년
처리

2009년

평균

기소
기소
기소
처리
처리
(%)
(%)
(%)

전체
1,146
1,094
1,217
1,317
1,197
1,194
2,374
2,403
2,549
2,736
2,820
2,576
형사범
(48.2)
(45.5)
(47.7)
(48.1)
(42.5)
(46.4)
일반
409
426
459
442
465
440
1,354
1,413
1,433
1,413
1,540
1,430
형사범
(30.2)
(30.1)
(32.0)
(31.3)
(30.2)
(30.7)
행정
737
규제 1,020
(72.2)
위반자

990

668
758
875
732
754
1,116
1,324
1,280
1,146
(67.4)
(67.9)
(66.1)
(57.2)
(65.7)

주) ․ 자료의 기본출처는 검찰연감임.
․ 검찰연감에는 법률위반자 총인원을 ‘형법계와
’ ‘특별법계로
’ 구분하고 있
으나, 표의 ‘행정규제위반자는
’ 특별법 가운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형법이 곧바로 준용되는 법률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들의 위
반에 해당하는 위반자수를 모두 더하여 도출하였음. (참고로 이 방식은 국
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2008)에 나온 2006년까지
의 수치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의 자문을
얻어 고안되었음.)

한국에서 ‘과잉범죄화’가 실제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되었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에 대한 우려는 정부부
문 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되었던 듯하다. 일례로서,

1983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현할 때마다 법무부 및 법제처 중
심으로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제반 법률들을 검토하여 형
벌을 가령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1995
년 헌법재판소의 한 결정에서 노동조합법 제46조 중 ‘노동위원
회의 구제명령위반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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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미확정인 행정명령위반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형벌이 다른
의무확보수단과 중복 내지 병렬적 수단으로 되어 있고, 현행 각
행정법규에 있어 행정명령위반의 제재방법으로 거의 모두가 형
벌을 채택하고 있어서 형벌법규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92헌가
14, 강조추가)고 지적하며 동일한 문제의식을 부각시켰다. 2008
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내세운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행정형벌의 과잉으로 인해 심각해져가
는 과잉범죄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 범죄발생의 양태
이제 법집행자원의 배분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범죄발생빈도
를 잠시 검토하자.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소개한대로, 대검찰청
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한국의 전체범죄는 꾸준
히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1970년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약

33만 건이었으나 2000년에는 무려 187만 건에 육박하였다. 또
한 최근 2010년에는 약 192만 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40년 전
에 비하여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00년부터 2010
년까지의 11년 간 평균발생건수는 약 199만 건으로서 전체범죄
발생이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실증적
발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에서 행정범죄는 이미 1982년 일반범죄건수를 추월
하였고 그 이후 약 20년간도 증가세가 매우 가팔랐다. 동 기간
일반범죄건수의 2배가 넘는 해도 많았다. 비록 최근에 행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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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추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해온 결과 한국의 범죄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와 일
반범죄 증가추세는 매우 빠르다는 점이 확연히 관찰된다. 일반
범죄는 그 이전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그 증가폭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즉, 동 기간 일
반범죄의 연평균 증가건수는 약 14,100건으로 1970년부터 1999
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건수 약 9,700건에 비해 1.5배 정도
높다. 특히 2000년대 마지막 4년간은 연평균 27,800건씩 증가하
고 있다. (2000년대 일반범죄 증가율의 평균은 1.8%이며 최근 4
년간은 3.4%를 기록하였다.) 2010년의 경우 발생건수는 약 94
만 건이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는 약 1,860건이다. 셋째, 그런
데 통상적으로 일반시민들의 공공안전(public safety)에 가장 큰
위협적 범죄로서 인지되는 강력흉악범죄의 발생추세는 우려할
만하다. 발생건수 증가율의 평균이 2000년대 전체로는 4.6%이
지만, 특히 최근 4년간은 7%대를 훌쩍 넘어 갔다. 종합하면, 최
근 10여 년 동안 일반범죄 증가추세는 양적으로도 심각하지만
질적으로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잠정적 평가를 내리는 데 무리
가 없다. 물론 이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범죄발생의 가파른 증가현상이 무엇으로부터 비
롯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
유가 있을 것이나 전술한 경제이론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범죄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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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된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법제의 과도한 도입, 즉 ‘과잉범죄화’ 입법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
를 행정규제위반자들에 대한 법집행자원의 과도한 배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과잉범죄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
에 대한 이상의 법경제학적 ‘추론’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과잉범죄화
의 정도부터 그 측정이 쉽지 않다. 이 부작용 검증방식을 생각
하다가 드는 방법론 중의 하나는 형벌조항을 포함하는 규제법률
의 숫자와 범죄발생비율의 시계열 관계를 검증해보는 작업일 것
이다. 그러나 실정법의 숫자는 결코 좋은 대리변수가 되지 못한
다. 형벌 수준이 저마다 다르고 해당 조항의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는 물론 실제 집행의 정도에 너무나 큰 편차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256)
따라서 ‘실제집행정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더불어 모든
정책 수행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경제학의 가장 기
본적인 명제를 활용한다면,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256) 과잉범죄화의 대리변수로서 형벌규정을 포함한 실정법 숫자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이미 오래 전 인식되었다. 이를테면 구 소련에서는 형
법 숫자는 하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속성상 형법이 규정하는 것과 유사하면 범죄로서 간주하였다. 그렇다
면 구 소련에서는 형벌을 부과하는 실정법의 숫자는 단 하나인 것이다
(Berman, 1972, p. 22). 그런데 이렇게 입법화된 결과를 사용하는 방식
의 부작용은 기타 입법정책(예: 규제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다
양한 연구에서 늘 지적되는 점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Cho and
Kim(2001)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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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 행위의 기회비용으로서 다른 범죄발생비율의 증가
현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법집행활동 역시 단기적으
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가령 검찰이
행정범죄의 기소에 자원을 투여할수록 일반범죄에 대하여 쏟을
수 있는 자원은 점점 희소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언제나 ‘상
충효과(tradeoff)’가 발생한다.257)
거듭 이상의 상충성 내지 대체성은 이를테면 Katyal(1997) 및
거기에 소개된 법학자들의 주장에서도 인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때의 대체성은 ‘특정 범죄자’의 ‘범죄 간 대체’가 논의의 핵심
이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판매하던 자가 마약범죄에 대한 형벌
을 강화하자 절도나 강도로 대체하는 형상을 주로 논하고 있다.
범죄자의 경제적 유인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
된다. 그런데 법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런 대체효과는 Katyal의
주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
서 강조하고 싶은 명제이다. 가령 그의 예시대로 마약사범에 대
한 기소율이 높아질수록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
에 없다. 설사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유지하더라도 그 기소
의 억지력은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절도나 강도범죄에 대한 억
지력이 낮아져서 해당 마약사범은 일반범죄로 대체하게 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더불어 기존의 절도나 강도를 저지
257) <표 IV-1>에서 보았듯이 현재 검찰자원은 행정규제 위반자에게 많이 쏠
려 있다. 법집행자원처럼 검찰의 자원에 희소성이 없다면 상충효과는 발
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자원의 희소성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행정형범에 대한 막대한 자원배분은 필연
적으로 일반형범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을 소진시킬 것이다.

350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르던 자들의 범행빈도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마
약사범이 아닌 자들의 신규진입의 가능성도 커진다. 요컨대 생
각보다 민감한 각종 반응들로 인하여 다른 범죄영역에서의 상
충성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행정범죄로의 쏠림현상이 일반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
도의 상충성’을 야기하는가에 관하여 정확히 검증하는 작업은
큰 의미를 갖는다. 행정형범에 대한 검찰의 자원배분을 일정 수
준 늘릴 때마다 “일반범죄의 증가를 야기한다” 정도의 개략적
정보에 비하여, 가령 “다양한 경위  ,  ,  등을 통하여 일반범

죄를 총  건 증가시킨다”라는 식의 구체적 정보가 정책입안가
에게 주는 함의와 유익함의 정도는 천양지차를 보일 것이다. 이
를테면 검찰이 행정형범 몇 명을 우선적으로 기소하다보면 강
력흉악범죄 한 건씩 발생시킨다는 기회비용을 더욱 절실히 체
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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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서의 전과자 양산과 국제비교

가. 한국의 전과자 양산 추세
앞서 설명한대로 전과자양산은 과잉범죄화의 가장 직접적인
폐해로서 자주 지적된다. 그런데 소위 ‘범죄자(전과자) 양산론’
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만, 실제 통계치를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 지난 40년간 전체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해왔는데, 이를 다른 각도로 본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
자 또한 크게 양산되어왔음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과자
의 수가 과연 얼마나 빨리 양산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필자
는 전과자 수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관련 자료나 이를 체계
적으로 분석한 문헌들을 찾을 수 없어서 경찰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하였다.258) 그 결과 중복되어 기록되지 않은 순수한 전과자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그
림 IV-2>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전과자는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258) 전과자 관련 자료는 2013년 4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의 협조
를 얻어 확보할 수 있었다. 참고로 앞서의 분석 기간에 맞춰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경찰청 내부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996년 이전 기간에 대한 자료는 폐기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경찰청으로
부터 확보한 이 전과자 통계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취합하
여 산출된 것이며 단위는 중복계상이 없는 1인 기준이다.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 등 ‘범죄경력자
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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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자들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259)

<그림 IV-2>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전과자 수
및 인구대비 비중들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과자 누계 그래
프를 보면 전과자의 양산속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구체적으로 2010년의 전과자 수는 약 1,084만 명으로 1996
년의 약 606만 명에 비해 1.8배, 2000년의 약 760만 명에 비해

1.4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인원
은 약 34만 명으로 매년 상당한 숫자의 전과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2000년대에도 전과자의 연평균 증가인원수는
약 33만 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며, 2007년에는 전과자 수가
최초로 천만 명을 돌파하였다.260) 급기야 2010년에는 1,084만
259) 경찰청 및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통계자료의 범위는 결국 형법 제
41조에서 정하는 9가지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
금, 구류, 과료, 몰수)을 선고받은 모든 수형인을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특히 구류나 과료와 같은 가벼운 형벌을 받은 자는 거
의 확실히 배제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김용세(2004, p. 89)에 따르면 구
류 및 과료형이 공판 및 약식절차에서 실제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
며 대부분 검찰의 기소절차를 밟지 않는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된다. (즉
결심판은 죄책의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서 기소 이전 사전적으로 구분
된다.) 한영수(2002, p. 215) 또한 구류형의 선고가 모두 즉결심판에 의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법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구류 및 과료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선고하지 않는다. 5만 원도 안되
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 법원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구류의
경우 벌금형을 놓아둔 채 경범죄자를 법원이 신체구속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술한 대로 본문의 경찰청 자료에는 즉결심판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자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260) 그런데 전과자의 증가속도는 2009년과 2010년에 체감하였는데, 이는 앞
서 살펴본 동일 시점에 대한 전체범죄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하나
더 관찰할 수 있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닷컴버블, 2007 그리
고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같이 거시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전과자 수의 순증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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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이르렀다.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IV-2>에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전과자 숫자가 차지하는 비
중을 계산하여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1996년에 약 13%였으나 2010년에는 약 22%로 거의 1.7배 증가
하였다. 이는 곧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전과자라고 할 만큼 우려될만한 수치라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그림 IV-2>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추가한 이유는 실제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법적 나이가 만14세 이상이기 때문이다.261) 이 기준
에 의하면 2010년의 전과자 비중은 약 26.5%로 이는 1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전과자임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2020년의 우리나라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의 추정치는 약 32%가 된다.262) 또한

2030년에는 약 45%로 추정되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가
되는 다소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물론 거듭 이는 매우 간단한
계산에 근거한 추정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함의
261) 법적 나이가 만14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만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을 구한 이유는 형사정책연구원(www.kic.re.kr)의 인구통계 나이분
류기준이 0~4, 5~9, 10~14 등 0세부터 5년 단위로 나뉘기 때문이다.
262) 이에 대한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과
자 누계와 총인구 누계에 대한 각각의 증가율 평균값(약 4.2%, 약 0.5%)
을 이용하여 2020년 전과자와 인구 총계를 각각 추정한 뒤 인구대비 전
과자 비중을 계산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추정
해본 결과 2020년의 전과자 비중은 약 36%이고 2030년에는 약 48%가
된다. 물론 이상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해보기 위한 매우 단순한 추정
방식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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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는 바로 현재의 전과자 양산 속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형사정책 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
가 내재되어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림 IV-2> 우리나라 전과자 숫자 및 인구대비 비중: 1996-2010

자료: 경찰청의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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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비교 및 전과자 양산의 주요 원인
1) 국제비교를 위한 데이터 구축
가) UNODC 통계
본 소절에서는 전과자 통계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전술한 한국
의 전과자 양산 현상의 위치를 자리매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별 전과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OECD, UN, World Bank, 그리고

IMF와 같은 국제기관 및 그 하위기관들을 집중적으로 검색하였
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을 통해 확보 가능한 범죄관련 데이터들
은 대체로 범죄발생건수 및 범죄발생의 추세 등이었다. 그 다음
으로 독일, 일본, 영국 등 각 국가의 형사 관련 정부기관(FBI, 영
국 내무부, 일본 법무성 등 각 국의 법무부와 검찰청) 및 미국

U.S. Department of Justice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를 위주
로 조사했으나 역시 바라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들었다. 그 외

HeinOnline(www.heinonline.org), JSTOR(www.jstor.org) 그리고
Wiley(Onlinelibrary.wiley.com) 등과 같은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
스에서 법학 및 범죄학 등 분야의 다양한 저널들을 위주로 꽤
많은 양의 문헌을 검색하였지만, 여기에서도 국제 전과자 통계
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문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차선책이나마 전과자숫자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국
제 통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해당 기관은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이하 ‘UNODC’)이었다. 이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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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유통 및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
제기구로서(www.unodc.org), 이 기관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관련 국제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UNODC 통계는 ‘United

Nations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이하 ‘UN-CTS’)에 의해 작성된다. 현재
까지 UN-CTS는 12차 서베이까지 실시되었으며 최고 80여 개국
들에 대한 ‘Persons Prosecuted’와 ‘Persons Convicted’(이들에 관
한 정의는 후술) 등을 보고한다. 거듭 국제 전과자 데이터를 직
접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12th UN-CTS는 ‘전과자의 양산 및 행
정범죄자들의 주도’라는 필자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차선책이
었다. 물론 국가별로 통계작성 기준 및 기타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 거기에 나온 국제통계를 곧바로 비교하는 데에는 후술 되
는대로 여러 단계의 검증절차를 밟아야 했다.263)
우선 필자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그리고

263) UN-CTS에 보고된 수치들에 대하여 곧바로 직접적 비교를 하기에는 신중
을 기해야 하는 일반적 이유들로는 각 국가 간 통계적 방법의 차이
(different methods that criminal justice systems use for
collecting and presenting data on crime), 범죄에 대한 문제인식의 차이
(different crime problems), 그리고 문화적 차이(cultural barriers) 등이
지적된다 (Mugelliniec2008, pp. 81-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과자
에 해당하는 그룹에 대하여 일반시민이 갖는 인식에는 일종의 세계보편
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필자는 그나마 가장 동일한 조건에서 국제비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본 선정에 주력하였다. 본 소절(제IV.4.나)에서의 국
제비교작업을 위한 최종데이터 구축작업은 해외학계로의 설명을 위해 여
기 설명된 것보다 훨씬 많은 절차를 거쳤다. 다만 본문에서는 국내 독자
들을 위하여 특히 한국 관련 숫자들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고 집합적 설
명을 붙이려고 노력하였다. 이하에서는 일일이 인용하지 않고 주요 결과
위주로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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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포함된) OECD 26개국들을 1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제 몇 가지 주요 통계치들을 순서대로 검토하자. 먼저 형사소
송의 시발점인 기소 관련 변수이다. UN-CTS는 국가별로 전체범
죄(all crime)에 대한 ‘Persons Prosecuted’(이하 ‘PP’)를 보고하는
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Persons Prosecuted’ means

alleged offenders prosecuted by means of an official charge,
initiated by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law enforcement
agency responsible for prosecution.” (UN, 2003, p. 98.) 그러나
본 연구가 한 국가의 모든 전과자를 다루고 있으므로, PP가 실
제로 한 국가의 ‘전체범죄’에 대한 검찰(혹은 기소권한을 갖는
법집행기관)에 의해 기소된 모든 인원을 나타내는 것인지 재확
인하고 싶었다.
우선 한국의 PP를 집중 검토하였다. 12th UN-CTS에 한국 통
계가 보고된 기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 결과, 2003년
부터 2008년까지의 PP는 검찰연감의 전체범죄에 대한 모든
기소인원(대검찰청, 2012, p. 614)과 일치하였고, 2009년에는 
범죄분석의 전체범죄에 대한 모든 기소인원(대검찰청, 2009, p.

428)과 일치하였다. 즉, 한국의 PP는 한 해 동안 전체범죄에 대
한 모든 기소자를 나타내는 ‘기소자 전체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PP도 기소자 전체집합을 나타낸

다”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한국 기준의 ‘모든 범죄’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4개국을 제외한 후 2차 표본을 설
정하였다.264) 또한 범죄분석과 검찰연감 사이에는 대개 몇
만 명 가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자료의 일관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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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조사 기간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획정하였다. (나
아가 PP의 2009년 값이 누락된 국가 숫자 역시 22개 중 4개나
되었다.) 이제 PP값이 전과자 숫자에 근접한 대리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자.

나) 전과자 숫자의 대리변수

UN-CTS의 또 다른 통계인 ‘Persons Convicted’(이하 ‘PC’)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Persons Convicted’ may be

understood to mean persons found guilty by any legal body
duly authorized to pronounce them convicted under national
law, the conviction was later upheld or not. The total number
of persons convicted includes the number convicted of serious
special law offences but excludes the number convicted of
264) 이렇게 잠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Smith and Harrendorf(2010,
p. 88)가 지적한 이유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소과정에서 ‘모든 범죄’ 그룹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의 차이(what is included in ‘all offences’ in the context
of the prosecution process)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
가 1차 표본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의 통계치들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다만,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당 PP가 현격하게 작은 미국
(U.S.)의 수치는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1.1%밖에 되지 않아 무엇인가 다
르다고 판단되었다. 직접 조사해본 결과 U.S.의 PP는 Felony &
Misdemeanor Class A 범죄에 대한 기소자 집합과 거의 일치하였다
(www.uscourts.gov/Statistics/StatisticalTablesForTheFederalJudiciary/Dece
mber2009.aspx). 따라서 U.S.의 PP는 결코 기소자 전체집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유사한 이유로 Chile(인구 10만
명당 PP가 한국의 약 9%), Mexico(한국의 약 7%), 그리고 Japan(한국의 약
5%) 또한 표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PP의 10% 미만에 해당되는 나라들이다. 결국 2차 표본은 OECD 22개국으
로 재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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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road traffic offences and other petty offences.” (UN,
2003, p. 103). 그 정의 상 법원의 특정 산출(output) 관련 통계
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한국의 어느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주지하듯 한국에서 형사범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되거나 또
는 공판기소되어 법원에 의해 유･무죄 등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에 관한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하는 사법연감(The

Supreme Court’s Judicial Yearbook)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연감에는 전체범죄에 대한 기소자들을 판결한 후의 여러 처리
인원수들이 보고된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치들을 이들과
대조해본 결과 한국의 PC는 사법연감의 ‘전체범죄에 대한 (약
식기소를 제외하고 공판기소된 이후) 법원 1심의 유죄판결인원
수’와 정확히 일치하였다 (법원행정처, 각 년도, 형사공판사건
인원수표).265)
본 소절 논의의 주요 목표는 전과자(proxy) 증가의 국제비교
이지만,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다
양한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모든
전과자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최종 표본선정 기준은 ‘검찰기소
자 전체집합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판결인원’으로 설정하였다.
265) 즉 한국의 PC는 사법연감의 1심 공판에 대한 처분인원 중 사형, 자유
형(무기･유기･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그리고 선고유예 항목들을 합
산한 값과 일치하였다. 참고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처분유형은 무죄,
형의면제･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이다. (구류는 자유형에서 이미 제외
되어 있고) 과료는 전술한 대로 즉결심판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거의
선고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PC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들만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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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UN-CTS의 PC가 과연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수적이었다. 가령 전술한 대로 한국의 PC는 (약식기소가 제
외된) 기소자 부분집합에 대한 1심 공판 유죄판결인원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PC는 위 표본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
국 다른 나라들의 PC도 기소자 전체집합이 아니라 특정 부분집
합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인원일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여부를 4단계에 걸쳐 재확인하였다.

■ 1단계: ‘Persons Brought(PB)’의 정의 및 상응하는 한국
통계치 확인
우선 UN-CTS가 제공하는 법원 input 관련 통계인 ‘Persons

Brought(이하 PB)’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ersons Brought

before the Criminal Courts’ means persons brought before any
legal body authorized to pronounce a conviction.”266) 이 수치
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위하여 앞서와 마찬가
지로 한국의 통계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조사기간 동안 한
국의 PB는 동 기간 사법연감에 보고된 전체범죄유형에 대한

(약식기소 등이 제외된) ‘1심 재판 기소인원수(즉, 처리수)’와 정
확히 일치하였다 (법원행정처, 각 년도, 형사공판사건 인원수
표).267) 따라서 이제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UN-CTS의 한국
266) PB는 PC와 함께 하나의 file(CTS12_Persons_Convicted.xls) 내 워크시트
형태로 나란히 보고되어 있으며. 본문에 인용된 정의는 이 file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술되듯이, PB와 PC는 각각 법원 1심 input과 output
(유죄판결)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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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B, 및 PC 통계치는 <그림 IV-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V-3> 한국의 전체범죄유형에 대한 기소자 집합들과 UN-CTS
통계치들

주) a) 정식재판기소 및 약식기소의 합집합이며 UN-CTS의 한국 PP와 일치함.
b) 기소자 전체집합의 (약식기소 등이 제외된) 부분집합이며 UN-CTS의 한
국 PB와 일치함.
c) 1심 유죄판결인원의 (약식기소 등이 제외된) 부분집합이며 UN-CTS의 한
국 PC와 일치함.

■ 2단계: PB는 법원 1심의 투입(input) 숫자
한편 한국을 제외한 2차 표본들의 다른 국가들 PB에 대해서
도 관련 통계치 추적을 통해 그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영문자료의 열람이 가능한 일부 OECD 국가들의

‘법원자료(형사파트)’를 중심으로 추적하였다. 그 결과 Canada,
England&Wales, Germany, New Zealand, 그리고 Northern

267) 그런데 매년 법원에서 처리된 사법연감의 1심공판에 온 기소자 집합
(즉, 처리자수)과 검찰에서 처리된 검찰연감의 기소자 전체집합 간에
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그 주요 원인은 전술한 대로 사법연감의 1심
공판 기소자 집합에는 약식기소자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둘을 더하
면검찰연감의 기소자 전체집합의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 약간의 차이
는 두 기관 간에 접수 및 처리일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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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land 등 총 5개국의 전체범죄유형에 대한 1심공판의 처리인
원 수가 PB 수치들과 각각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268) 결론적
으로 이들 국가에서 PB는 법원 1심의 총 input 변수라 볼 수
있다.

■ 3단계: PP=PB가 만족되는 표본 선별
이제까지 PP와 PB에 대한 UN-CTS의 정의를 고려해봤을 때,
전자는 검찰기소의 output 변수이고, 후자는 법원 1심의 input
변수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앞서 검찰의 전체 기
소집합이라고 잠정적으로 간주한 PP에 PB 값이 근사한 국가들
을 찾고자 하였다.269) 편의상     라고 정의해보자.
 는 1 이하의 값을 가질 것이다. 검찰의 output(즉 전체 기소집

합)이 시점불일치 등 피할 수 없는 사유 외에는 일체 누락없이
법원의 input(즉 1심 처리인원)으로 기록된다면 그 나라의  는

1에 가까울 것이다.
이에 2차 표본 국가들의  (즉, PP  PB 여부)를 모두 조사
해보았다. 조사기간의 가장 최근 시점인 2008년의 수치를 주로
이용하였고, 만약 그 해에 결측치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전
268) Scotland의 영문자료도 찾을 수 있었다. PB는 법원에서 처리된 전체중범
죄유형에 경범죄의 하위항목 중 Common Assault 숫자를 더한 값과 일
치하였다. 따라서 경범죄 여타 유형을 제외하고는 전체범죄에 대한 기소
집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좀 더 후술한다. 따라서 사실상 6
개국의 PB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269) 주지하듯 이는 종국적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모든 인원에 대한 유죄판
결인원의 숫자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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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보고된 수치 중 가장 최근 값으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가 1에 매우 근접한 가까운 총 14개의 표본(한국 포함)을 최종

표본으로 결정하였다.270)

■ 4단계: PP는 ‘기소자 전체집합’ 여부의 재확인
마지막으로 이 4단계에서는 최종표본의 PP 값들이 한국처럼
해당 국가의 ‘기소자 전체집합’임을 좀 더 확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소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직접 작성한 자
료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271) 즉 외국의 법
무부에서 제공하는 기소자 전체집합 통계를 찾아내어 PP와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최종표본의 모든 국가들을 대
상으로 검색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세 부류(영문 법무부 데이터
있고 기소자 전체집합 통계 파악 가능; 영문 법무부 데이터 있
으나 기소자 전체집합 통계 파악 불가능; 영문 법무부 데이터
검색 불가능)로 구분되었다.272) 이 중 첫째 부류에 속한 국가들
270) 이들 중 8개국의 는 정확히 1이었으며 나머지는 대개 0.1 미만의 차이
를 갖는 근사치였다. 거듭 한국은 PB에 사법연감의 약식기소인원을
더하였다. 최종표본에는 Germany, Portugal, Korea, Iceland, Canada,
Estonia, England&Wales, Northern Ireland, New Zealand, Israel,
Scotland, Hungary, Finland, Czech Republic이 포함되었다.
271) 국가마다 기소권을 가지는 주체가 상이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확립된 국가도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검찰
이외에도 기소대배심(Grand Jury)이 공소제기를 할 수도 있으며 유죄판
결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필자는 한 국가의 기소자 전체를 알고 싶었
으므로 검찰청 보다는 법무부가 작성한 자료를 검색하였다.
272) 가급적 모든 표본들을 추적하고 싶었으나 UN-CTS에는 각국 데이터에 대
한 출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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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Wales(Ministry

of

Justice),

Germany(Federal

Ministry of Justice), New Zealand(Ministry of Justice), Northern
Ireland(Department

of

Justice),

Scotland(The

Scottish

Government)의 총 5개국이었다. 이들 중 4개국의 전체기소자
통계는 PP와 일치하였고, Scotland는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어쨌든 총 6개국에 대하여 ‘기소자
전체집합’을 나타내는 PP를 구할 수 있었다. 요컨대 비록 모든
표본들을 전부 추적하지는 못했지만 최종표본들의 PP(=PB)는
공소제기기관의 전체범죄유형에 대한 총기소숫자일 확률이 매
우 크다고 판단된다.

■ 종합: PC는 기소자 전체집합에 대한 1심(공판 및 약식) 유
죄판결인원
본 소절의 주요 목표인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PC를 사용할 것
이다. 이제까지 4단계 검토를 거쳐, PB는 법원 1심의 투입

(input) 숫자이며, 최종표본에는 PP=PB인 국가들만 선별하였고,
PP는 대체로 공소제기기관의 ‘기소자 전체집합’임을 확인하였
다. 거듭 동일한 Excel 파일 내 PB 바로 옆 칸에 PC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필자는 최종표본들의 PC는 해당 국가의 ‘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본문의 세 부류 중 나머지 두 부류 중 일부는
첫 번째 부류로 구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충분한 시간을 투여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정도에서 검색작업을 일단락하였다. 참고로 앞
서 2단계에서 법원통계상 input 자료와 PB가 일치했던 Canada는 4단계
에서는 두 번째 부류로 분류되었다. 독자적인 법무부 자료를 끝내 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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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전체집합’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판결인원임을 거의 확신
하게 되었다.273) 이를 바탕으로 다음 소절에서는 14개국의 국
제비교를 수행한다.

273) 한편 한국은 사법연감의 약식기소인원을 포함하여 재계산하면 정확한
숫자가 도출된다. Scotland의 정확한 PC 역시 별도의 과정을 통하여 구
하였다. 결론적으로, 최종표본 14개국 중 나머지 8개국에 대해서는 거의
확신을 하면서도 향후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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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전체범죄 총기소인원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인원 (2008년)
Country

Persons Convicted
(인구 10 만 명당)

1

Finland

4,472.7

2

England&Wales

3,047.9

3

Republic of Korea

2,854.7a)

4

Scotland

2,435.6a)

2008 년 순위

5

New Zealand

2,184.7

6

Northern Ireland

1,522.6b)

7

Germany

1,060.5

8

Canada

896.6

9

Iceland

876.4b)

10

Estonia

862.4b)

11

Hungary

842.7

12

Portugal

827.8

13

Czech Republic

731.2

14

Israel

462.0

th

주) ･ 원자료: UNODC의 12 UN-CTS.
a) 한국은 대검찰청의 사법연감, Scotland는 The Scottish Government의
Criminal Proceedings in Scotland, 2009-2010의 수치를 이용하여 재계
산함.
b) 2008년 결측값으로 인해 UN-CTS의 가장 최근 것으로 대체함: Northern
Ireland (2005년), Iceland (2004년), Estonia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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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과자 증가추세의 국제비교 및 행정범죄 전과자의 선도

역할
가) 인구10만 명당 1심 유죄판결자의 국제비교

UN-CTS의 PC는 해당 국가의 전과자 증가 패턴을 볼 수 있
는 대리변수로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274) 14개국의 2008년
기준 각 인구 10만 명당 PC를 내림차순 정리한 결과가 <표

IV-2>에 나와 있다. 평균은 약 1,648명이며, 최대값은 약 4,473
명(Finland), 최소값은 약 462명(Israel)이다. 중앙값은 약 979명
이다.
한국의 수치는 약 2,855명으로 14개국 중 3위에 해당된다. 표
본평균보다 1.7배 정도 높으며, 최하위권인 국가들보다는 4배
이상, 그리고 중위권인 7위 독일보다는 약 2.7배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 PC의 수준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임을 보여주므로 (앞서 국내 전과자 증가추세에 대하여 표현
했던) ‘양산’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나) 인구10만 명당 1심 유죄판결자의 국제비교 (5개국)
본격적인 추세분석에 앞서, 한국의 기소자 전체집합에 대한 1
심 유죄판결인원(PC)의 시계열과 앞서 설명한 한국의 전과자
증가숫자 시계열을 비교해보았다. <그림 IV-4>를 보면 조사기간

274) PC 추세가 전과자증가의 매우 유력한 proxy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는 이
유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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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PC는 전과자보다 평균적으로 약 4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PC의 25%가 신규 전과자로 기록된
다고 대략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양 변수의 추세가 시각
적으로 매우 유사해 보인다. (비록 관측치 숫자가 매우 작으나)
단순상관계수를 구하니 0.8 이상이었다. 따라서 PC를 전과자의

proxy로 쓰는데 거의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림 IV-4> 한국의 PC와 전과자 증가숫자의 비교 (2003-2008)

자료: PC 시계열은 12th UN-CTS와 사법연감을 기초로 재계산. 전과자
시계열은 경찰청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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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 전체범죄에 대한 기소인원 중 1심 유죄판결인원 추세 (5개국)

주) ･ 원자료: UNODC의 12th UN-CTS.
･ 한국은 대검찰청의 사법연감, Scotland는 The Scottish Government
의 Criminal Proceedings in Scotland, 2009-2010을 이용하여 재계산함.
* 2006년까지는 Former West Germany and Berlin에 대한 통계이며
2007년 이후부터는 Germany 전체에 대한 통계임.

<그림 IV-5>는 앞서 PC가 해당 국가의 ‘기소자 전체집합’에 대
한 법원의 공판 및 약식 1심 유죄판결인원이라는 사실을 법무부
통계상으로 명백하게 확인한 4개국(England&Wales, Germany,

New Zealand, Scotland)에 대한 인구10만 명당 PC 값을 한국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275) 먼저 조사기간(2003-2008) 동안 14개국
의 6개년 전체 평균 약 1,587명을 <그림 IV-5>에 엷은 직선 띠
275) Northern Ireland는 2005년의 PC만 존재하여 시계열 그림에서는 제외하
였다. 한편 Germany의 경우 2006년까지는 Former West Germany &
Berlin에 대한 통계인 반면 2007년 이후부터가 독일 전체에 대한 통계이
어서 2007년 이후로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또한 조사기간 동
안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결측값들은 나머지 기간의 보간법으로 대
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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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하니 Germany를 제외한 4개국은 전체표본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4개국은 <표 IV-3>에서 2위에
서 5위였던 상위권의 국가들이다.
구체적으로 표본기간 동안 England&Wales의 (인구 10만 명
당) 1심 유죄판결인원의 숫자의 평균은 2,792명이었고, 한국은

2,676명, Scotland는 2,545명, 그리고 New Zealand는 1,955명의
평균을 기록하였다, Germany의 (2007년 이후) 평균은 약 1,074
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 각 나라들의 표본평균을 그림 상에
엷은 직선으로 표시해두었다.
이상 <표 IV-2>와 <그림 IV-5>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간동안 한국의 매년 인구 10만 명
당 1심 유죄판결인원수는 국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높은
편이었다. 둘째, 표본기간동안 2006년 저점을 기록한 후 마지막

2년간 그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편이었다. 셋째, 따라
서 <그림 IV-4>의 높은 상관관계에 근거하면, 한국의 전과자 증
가속도는 이 표본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보아 높았을 개연성이
크다.

나) 행정범죄 관련 기소인원에 의해 주도되는 한국의 전과자 양산
본 소절의 마지막 작업으로서 한국 전과자의 증가를 어떤 범
죄 유형이 주도하는지 검토하자. 이 역시도 국가별 비교를 하면
매우 흥미롭겠으나, 무엇보다도 당장 자료제약이 존재하므로 직
접적인 국제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만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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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물론 필자가 궁극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심각한 전과자 양산 현상이 대체로 행정형사범에 의해 주도되
고 있다는 가설이다.
이를 위해 기소인원 전체집합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인원을 대
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범죄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276) 그 결
과를 나타낸 것이 바로 <표 IV-3>으로서, 조사기간 동안 기소
자 전체집합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인원 중 일반범죄자 비중이
평균 28%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1심 유죄판결인원 중 행정범
이 7할이 넘는다는 의미이다. 거듭 국제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이 7할이 갖는 의미를 단정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법원의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기소인원의 7할이
전통적인 형법상의 일반범죄보다는 각종 행정규제 관련 법제를
위반한 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사실은 사뭇 놀라운 발견
이다. 따라서 (앞서 1심 유죄판결인원수와 전과자 증가수 사이
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전제할 때) 본 소절에서 심각하다고
진단되었던 한국의 전과자 양산 현상 배후에는 행정형사범이
거의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기소자의 유

276) 이 자료는 2013년 6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자료가 법원행정처 및 검찰청 공식자료들에 비해 갖는 가
장 큰 차별성은 공판기소 뿐만 아니라 약식기소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인
원을 범죄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내부자료의 각 년
도 전체 기소자 숫자들은 검찰연감상의 전체 기소자 숫자들과 거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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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전과자의 유형간의 상관관계이다. <표 IV-1>에서 설명한대
로 검찰연감상 2005년부터 5년 동안 행정형사범은 검찰의 전
체 기소인원수의 평균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또한
매우 흥미로운 함의를 제공한다. 즉,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일반
대 행정범죄 선택’이 전과자의 구성비율을 거의 결정한다는 점
이다. 물론 단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욱 정교한 통
계적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이 가설은 기소단계에서의 검찰의
선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하다. 행정형사범이 총기
소인원수의 63%나 되는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기
소율이 필요조건이다. 실제로 동 기간 검찰이 일반범죄자에 대
해서는 평균 31%의 기소율을, 그러나 행정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두 배가 넘는 66%의 기소율을 평균적으로 유지했다.277)

277) 가령 검찰에서 처리하는 일반범죄자와 행정범죄자가 동수라면 이러한 기
소율 하에서 행정형사범은 총기소인원수의 68%를 차지하게 된다. (실제
로는 전자의 처리숫자가 더 많아 그 비율은 63%가 된 것이다.) 아무튼
여러 통계치들에 근거하여 서술된 본문의 이 가설들이 갖는 설득력이 최
소한 한국에서는 매우 크다는 확신이 강하게 든다. 만약 그렇다면 기소
단계에서의 검사들의 선택과 그 결과에 관한 연구는 형사정책상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본장의 제5절은 그러한 맥락에서 수행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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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한국 검찰의 전체기소인원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인원 중
일반범죄자 비중
(단위: 명)
2003 년
전체 1심
1,290,679
유죄판결인원
일반범죄
관련 1심
364,292
유죄판결인원
일반범죄자 비중
28
(%)

2004 년
1,339,670

2005년

2006 년

1,160,715 1,074,375

2007 년

2008년

1,179,907

1,307,542

364,461

332,770

332,446

340,915

335,884

27

29

31

29

26

자료: 대검찰청 내부자료.

이제 제IV.4절의 논의를 최종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석기간이었던 1996년부터 2010
년까지 한국에서 전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둘째, 한국
의 전과자 양산 현상이 상기 국제비교의 표본기간동안 매우 두
드러졌다. 셋째, 그 양산 현상이 전통적인 일반범죄보다는 행정
범죄에 의해 압도적으로 주도되었다. 넷째, 검찰 기소단계에서
의 일반범죄 대 행정범죄자 선택이 전과자의 구성비율을 거의
결정하므로 (최소한 한국에서는) 기소활동 단계에서의 검찰의
상대적 우선순위와 관련된 탐구는 한국의 형사정책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넷째 명제에 직
결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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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범죄의 급증과 기소 쏠림현상에 따른 상충작용

가. 연구의 배경
1) 자원제약과 법집행상의 상충성
외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과잉범죄화로 인한 부작용들의 실
체를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왔다.278) 전술한 많은 국내문
헌에서 보듯 과잉범죄화 현상에 대한 원칙적인 인식은 어느 정
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잉범죄화의 부작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심각성’ 등에 관한 실증연구는 전무하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관
해서는 그 분석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특히 법집행상의 상충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
할 것인가? 즉, 행정범죄에 대하여 높은 기소율에서 보았듯이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행정범죄의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새로운 검찰자원을 행정범죄에 우선 배분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는 기존의 자원을 행정범죄 쪽으로 재배분했을 수도 있다. 이
러한 쏠림현상 하에서 ‘자원제약’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일반범
278) Husak(2008, p. 4)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2005년 기준 약 220만 명이 연
방 및 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는 10만 명당 737명 또는 시민
138명당 1명 수준이다. 평균 수감기간 등을 사용하여 좀 더 계산을 해보
면, 신생아 20명 중 1명은 자신들의 생애 어느 시점에는 수감생활을 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필자 판단으로는 형사처벌의 정도가 이
정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동안 점점 많은 숫자의 법학자들이 과잉범죄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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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대한 기소활동은 그만큼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행정기소를 늘리면 일반범죄의 기소율은 낮
아질 수밖에 없는 ‘구축효과(crowding)’의 존재는 선험적으로 매
우 자명해 보인다. 나아가, 쏠림현상이 심해지면 특정 지역에서
의 일반범죄를 억지하기 위한 ‘최적상태’의 기소활동에서 일탈
하는 정도가 커질 것이다. 그 결과 행정범죄 기소로의 쏠림현상
이 큰 지역일수록 일반범죄공급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파
급효과(spillover)’를 유발한다는 가설도 생각해볼 수 있다.279)
하지만 이렇게 상충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을 충
분히 증명할 수는 없을 듯하다. 경제학적으로 보아 상충관계는
경합성이 있는 자원을 재배분할 때마다 항상 발생하는 현상이
다. 따라서 과잉을 유의미하게 논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의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다른 조
건이 일정할 때, 처리해야 할 일반범죄들의 절대숫자가 높은 지
역일수록 이러한 쏠림현상의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만큼 검찰조직에 과부하가 걸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일반범죄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다. 경제학 용어
로써 재표현하면, 처리해야 할 일반범죄 사건들이 많아 ‘체증
279) 전술한 대로 여러 지역들 중 일반범죄전체에 대한 기소율은 동일하더라
도 쏠림현상이 심한 곳에서는 없는 곳보다 실질적으로는 억지력이 약해
지는 방향 내지는 상태로써 기소할 수 있다. 가령 소요시간이 덜 걸리는
세부종류의 사건을 우선 기소한다든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증거확보
노력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 요컨대 기소의 질이 열악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쏠림현상으로 인한 ‘추가적’ 범죄증가는 또 다른 경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잠재적 범죄자가 검찰자원이 행정범죄 쪽으로 집중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상대적으로 억지력이 약화된 일반범
죄 쪽으로의 대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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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stion)’이 심할수록 파급효과는 악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령 “행정형범 기소 한 건으로 인하여  또는  의 경로를 통

하여 일반범죄를  건 추가로 증가시키는데, 검찰이 처리해야
할 일반범죄사건이  수준을 초과하는 순간  의 크기는 증가한
다” 식의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면, 형사정책상 고도의 유익성
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제까지의 다양한 문헌 서베이 결
과, 사실 어느 학자도  또는  의 경로별로  및  등에 관한

‘실증적 입증’을 한 적은 없는 듯하다. 따라서 이상의 추정결과
들은 ‘과잉’의 정의는 물론 그 역효과에 관한 실체를 판단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최
근 Kim and Kim(2013)은 정확히 이 작업을 수행한 후 잠정적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의 촉진을 꾀한다
는 차원에서 제IV.5절에서는 이 작업을 소개한다.280)

2) 행정범죄로의 기소 쏠림현상에 따른 기회비용

Kim and Kim(2013)에서는 검찰의 자원제약 하에서 발생하는
‘쏠림(tilting to)현상의 기회비용’이 실제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물
론 그 구체적인 ‘기회비용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계량경제학적 기
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검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이 행정범죄
로의 쏠림현상이 수반하는 기회비용을 크게 세 가지, 즉 ‘구축효
과(crowding-out)’, ‘파급효과(spill-over)’ 및 ‘체증효과(congestion)’

280) 이 두 공저자 중 일인이 필자인 관계로 편의상 서술형태를 일인칭으로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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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다. 간략히만 그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축효과는 자원제약 하에서 기소자원이 행정범죄에 치우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범죄 기소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일반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되는 다분히 ‘양적 측면’의 부정적 영
향을 의미한다. 둘째, 파급효과란 이 쏠림현상으로 인한 자원제
약이 심할수록 (자원제약이 심하지 않은 곳에 비해) 동일한 기소
율 수준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억지력이 약해지는 다분히 ‘질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지칭한다. 셋째, 체증효과란 지역별 검찰
청이 직면한 ‘해당 업무의 처리수요’가 밀릴수록 파급효과의 정도
가 더욱 커지는 일종의 증폭효과를 의미한다.
이 연구를 하게 된 주요 배경은 2000년대 한국의 범죄발생과
법집행 추이 때문이었다. 먼저, 행정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범죄의 6할에 육박하며, 일반범죄는 그 이전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그 증가폭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강력흉악범죄의 발생추세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서, 평
균은 4.6%이고 최근 4년간은 7%대를 넘어 갔다. 이와 같은 범죄
발생의 증가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
으로 범죄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
해볼 수 있다. 그간 범죄억지와 관련하여 상당 수준으로 진척된
법경제이론에 따르면 범죄를 억지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검거’,

‘기소’, ‘법집행정도(형량)’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이 가능한 범위에서, 억지력을 생산해내는 대표적 법집행활동
인 경찰의 ‘검거’와 검찰의 ‘기소’활동을 특히 일반범죄 발생의 증
가가 심화된 2000년대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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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문헌에서 억지력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어 왔던 ‘검거
율’의 2000년대 추세를 검토하자. 범죄분석에 따르면, 일반범
죄 검거율은 등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주춤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증가추세를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행정범죄 검
거율은 미미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준으로 보면 2000
년대 일반범죄 검거율은 약 80.0%, 행정범죄 검거율은 약

94.7%이다. 따라서 전체범죄 내에서 행정범죄의 검거율이 일반
범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비율의 차이는 10~15% 포인트로서 비교적 작은 간격을 유지
하고 있다는 점이 후술되는 기소율과 매우 상이하다.281)
역시 기존문헌에서 억지력의 주요 대리변수로 사용되어 왔던

‘기소율’의 2000년대 추세를 검토하자. 추정작업의 일관성을 위
하여 역시 범죄분석의 수치들을 이용하면, 세부적으로 일반범
죄 및 행정범죄 기소율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두 기소율의 절대적 수준은 매우 눈에 띈다. 10년간 일
반범죄 기소율의 평균은 약 35%이다. (이는 검찰이 처리한 일
반범죄자 세 명 중 단지 한 명만 기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행정범죄 평균기소율은 약 67.4%이다. 요컨대 행정범죄
기소율이 아래 실증분석 대상이 될 10년간 거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더 높다. 이는 검거율에서 나타났던 차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림 IV-6>).

281) 이렇게 ‘행정범죄 검거율과 일반범죄 검거율’의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는
다소 변동폭을 보였던 1989-1993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000년대 이전에
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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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6> 2000년대 일반범죄와 행정범죄의 기소율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사실 지난 40년을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의 지속적 감소추세
와는 달리, 행정범죄 기소율은 2000년대 직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원래 한 자리 차이였다가 1985년 두 기소율의 차이는

12.7%포인트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는 그 차이가 30%포인트
정도까지 벌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 두 기소율이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앞서의 절대
적 수준 차이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심화 내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에 행정범죄 기소율과 일반범죄 기소율
의 차이는 심지어 40.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00년대 평균으
로 보아도 32.8%포인트, 즉 거의 두 배라는 엄청난 차이가 유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경제학의 대표적인 두 억지변수에서
이렇게 상이한 관찰을 하게 되면서, 아래와 같이 (경찰보다는)
검찰자원의 배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검사들의 유인 및 법집행 상의 다양한 상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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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집행은 행정규제 위반행위와 관련된 기소활동에 유
독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반범죄 대비 행정범
죄 기소율이 유난히 높은 현상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
까? 여러 차례 강조해온대로, 우선은 행정범죄의 범주가 꾸준히
팽창해온 결과 처리해야 할 사건이 급증한 것이 그 필요조건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범죄의 발생, 즉 처리해야 할 일반범죄 역
시 계속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므로 높은 행정범죄 기소율에는
여러 추가적인 이유들이 있을 듯하다. 가령 전술한 대로 1985년
이후 한국 검찰의 높은 행정기소 건수 및 그 비율을 이 공익론
으로써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평균적으로 보아’ 행정
범죄보다 일반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더 작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이는 법집행자들이 직면하는 유인
체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282)
최소한 한계적 상황에서(at least at the margins) 모든 사람들
은 경제적 고려를 하게 된다. Bibas(2009, p. 443)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검사들 역시 (공익성에 대한 충일함 외에도) 평범하

282) Landes(1971)는 검찰의 기소활동과 관련하여 개별 법집행자(검사)가 갖
는 유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로서의 기소행태에 관한 경제분석의
시발점이다. 그의 모형에서 ‘기대형량’을 극대화하려는 목적함수를 지니
며, 검사의 효용극대화 선택은 사회최적을 달성한다고 간주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사회후생 극대화 가정에는 변화가 생기는데, 대표
적인 예가 Schulhore(1988)와 Posner(1995)로서, 사회후생극대화가 검사
들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시각을 견지하였다. 이후 기소활동에 있어
서의 세부적 유인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까지 이어져 왔는데, 핵심은
검사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신의 ‘경력관리(career concerns)’ 및
기타 ‘사적제약(personal concerns)’ 측면을 주로 고려한다는 것으로 요
약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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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P]rosecutors, like everyone else, have ordinary, human,

material desires as well as civic-minded zeal”). 따라서 검사는
단위시간당 한계효용이 높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건들을 맡
으려 할 것이다. 첫째, 심각한 제약조건 하에서는 재판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작게 소요되는 쉬운 사건(easy case)을
선호할 것이다 (Gordon and Huber, 2009, p. 136). 이는 능력
평가의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단위시간당 재판에서의 승소율

(winning rate)을 높일 수 있는 사건들을 선별할 수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Rasmusen et al., 2009, p. 75). 둘째, 향후를 대비
하여 승진이나 직장에 직결된 사건들(career-related cases)를 선
별하여 기소할 수 있다 (Glaeser et al., 2000, p. 266).
그런데 (물론 정교한 분석은 해보지 않았으나) 기소 한 건당
드는 검사의 비용측면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일반범죄 한 건이
더 높을 듯하다. 대표적으로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흉악범죄의
경우 웬만한 수사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증거확보가 힘들 때가
빈번할 것이다. 반대로 많은 행정범죄에 대하여 요구되는 증거
확보 노력은 매우 작을 수 있다. 검찰로 고발되기 이전 이미 행
정부의 각 규제기관들에서 충분한 물증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
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사가 인지하는 한계효용이 일반범죄와
행정범죄 중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큰가에 관한 질문 역시 향후
심층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역시 ‘평균적으로’ 보아 기소
한 건당 얻게 되는 효용이 일반범죄에서 항상 더 클 것 같지는
않다. 특별히 강조되는 각종 주요 규제에 반하는 행위를 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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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를 기소할수록 해당 검사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예: 1980년대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시, 미국 검찰이 마약범죄
를 우선적으로 기소). 증권거래법이나 공정거래법과 같은 행정
범죄를 다루었을 때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283)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전직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ho and Kim, 2001).
그렇다면 이상 행정범죄로의 기소자원 우선배분 패턴이 갖는
상충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일반범죄
의 발생 증가라는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한정된 전체 가용기소자원에 그만큼 일반범죄의 기소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범죄에 대한 억지력 약화와, (법경
제학의 ‘억지력가설’에 따라) 그에 이은 일반범죄 발생비의 증가
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자원제
약 하에서 발생하는 ‘쏠림현상의 기회비용’이 실제 ‘존재하는지
의 여부’는 물론 그 구체적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일반범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한정된 총자원에서 일반범죄 기소에 가용한 자원이 단순
283) Kim and Kim(2013)의 Section II.2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규제
관련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의 2011년 말 기준 검
찰청 내 생존율(survival rate)이 더 높았다는 간략한 통계적 분석을 제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1996년에 임용된 481명의 검사들 중) 경
력 10년차 정도 되는 2000년-2006년 기간 동안 경제규제 관련 기관으로
의 파견 경험을 갖는 그룹의 생존율이 다른 엄선된 비교그룹보다 22%포
인트 정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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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족해짐에 따라 일반범죄 기소율이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는 자원제약으로 인한 명백한 기회비
용이며, 또한 ‘양적측면’의 부정적 영향으로서 ‘구축(crowding-out;

 ) 효과’라고 명명한다. 둘째, ‘주어진 일반범죄 기소율 하에서’
행정범죄로의 기소 쏠림현상 자체가 일반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
향으로서 이는 양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행정범죄 기소
가 일종의 보완적 역할을 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인다
면 일반범죄는 감소할 것이다.284) 그러나 두 범죄(자)가 독립적
이라면 반대의 효과가 초래될 것이다. 즉, 쏠림현상으로 인해 자
원제약이 극심한 경우에는 (일반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동일 기소
율을 유지하더라도) 실제억지력이 약해지는 방향 내지는 상태로
기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여러 ‘일반범죄들 중에서도’
소요시간이 덜 걸리는 세부종류의 사건을 우선 기소한다든지, 피
의자에 대한 수사 및 증거확보 노력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 쏠
림현상으로 인한 ‘질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이며, 필자는 ‘파급

(spillover;  )효과’라고 부를 것이다. 이러한 범죄 간 독립적 또
는 상충적 관계를 보인 문헌 역시 많지는 않으나 존재한다.285)
284) 행정범죄범과 일반범죄가 대개 동일인에 의해 발생할 때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절도를 일삼던 자를
특정 행정규제 위반에 따라 구금해버리는 것이다. 사실 범죄의 법경제학
문헌에서, 이런 보완적인 관계를 증명한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일부 존
재한다. Benson et al.(2000)에서 재산범죄와 강력범죄 검거가 늘수록
치사에 이르는 DUI 운전에 (-) 영향을 주었고, Desimone(2007)는 마약
검거확률이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의 특정 세부유형에 (-)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밝혔다. 나아가 Kuziemko and Levitt(2004)도 재산 마약 및
기타범죄 수감인원이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 부호는 얻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84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기소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선행
문헌을 찾을 수 없었기에  효과의 방향은 다분히 실증분석을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검찰 쪽의 공급측면에 관한 논의였다. 그런데 자
원제약이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세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파
급효과에 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별 검찰청이 직
면한 ‘해당 업무에 대한 수요’에 따라 파급효과의 정도가 달리
발현될 것이라는 직관으로부터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전술한

‘파급효과’는 검찰이 처리해야 할 일반범죄의 절대숫자가 높을
수록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가령 동일 수준의 30% 기소율을
유지하더라도 처리해야 할 절대숫자가 클수록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자체가 더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파급효과는 더욱 커
질 것이다. 요컨대 일반범죄 처리에 대한 검찰서비스의 체증이
많이 걸릴수록 파급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직면한 체증
정도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리

발현되는

현상을

‘체증

(congestion;  ) 효과’라고 지칭할 것이다.286)
285) 예를 들어 Benson et al.(1998)은 미국에서 마약범 검거율이 늘수록
IndexⅠ범죄(우리의 일반범죄와 거의 흡사)가 증가한다는 매우 공고한
결과를 얻었다. 반면 마약범죄에 마약범 기소율이 미치는 영향은 (+)였
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Resignato(2000)는 마약검거의 상대적 비율(전
체 검거 중에 마약 검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살인과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모두 (+)로 나왔다. Shepherd and Blackley(2005)
는 마약범 검거율이 강도, 절도, 빈집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는데 모두 유의한 (+) 결과를 얻었다.
286) 체증효과는 파급효과의 방향이 어떤 것이든 주어진 일반범죄 기소율에서
일반범죄의 억지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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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행정범죄 기소로의 쏠림현상으로 발생하는 기회비
용은 크게 ‘구축효과’와 ‘(체증효과까지 포함한) 파급효과’로 구
분할 수 있다. 주지하듯, 구축효과는 희소성을 갖는 자원과 관
련하여 거의 모든 상황에서 여지없이 발생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반면, 파급효과와 체증효과는 각 지역의 검찰자원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한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즉, 각 지역에 공급되는 검찰자원이 기소나 처리숫자에
정확히 비례하여 신속히 그리고 충분히 조절되지는 않을 것이
라는 경직성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이렇게 선험적 추측
만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로지 추후 실증분석을 통하여서만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반범죄 공급곡선의 추정
1) 방법론 및 데이터
가) 패널데이터와 기본실증방정식
범죄공급곡선의 추정은 Ehrlich(1973)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
어졌다. 실로 많은 숫자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적 이슈들에 대한 논쟁 또한 활발히 이루
어졌다. 1970년대 초기 대표적인 논쟁은 범죄율, 억지변수(검거
확률), 경찰력 사이의 순환성(circularity)에 관한 논쟁이었다. 즉,
세 변수 사이에 계량경제학적으로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통상의 OLS 방법론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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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여러 방법론적 논의가 진행되다가, 1990년대 중반부
터

문헌에서는

집행

관할지역별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의 부작용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지역별로
내재된 이질성으로 인해 올바른 추정결과를 낳지 못하면 계량
경제학적으로 다른 형태의 내생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
단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계열자료의 구축이나 (패널자
료를 이용한) 고정효과(fixed effect) 및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의 사용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데
이터 형식상 패널자료를 사용한 예들은 있었지만, 대개 자유도
를 높이거나 추세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패널자료를 구축
하여 특히 고정(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는 분석이 압도적인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ornwell and Trumbull(1994, p. 361)은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을 처음으로 사용한 연구이
287) 이에 관한 논쟁에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Swimmer(1974), Fisher and
Nagin(1978), Hoenack and Weiler(1980), Craig(1987) 등이 활발하였다.
반면, Layson(1985), Trumbull(1989), Benson et al.(1994) 등에서는 연
립방정식의 사용에 대하여 여러 이유로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
히 억지변수와 경찰력 사이에 자료제약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인과관계
가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 또는 범죄율과 경찰력 사이의 동시성편의
(simultaneity bias)와 같은 계량경제학 문제들이 거론되었다. 실증분석
관련 방법론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으로는 Cameron(1988),
Levitt and Miles(2007), Durlauf and Nagin(2011), Benson and
Zimmerman(2010) 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요약은 김일중‧
변재욱(2012)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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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 방법론을 따랐으며,288)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이른바 대세(Benson, 2010, p. 209)로 자리매김
했다.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Crime(2010)에서

Tauchen(p. 42)도 실업율과 재산범죄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2000년대 이후 여러 학자들이 국가 또는 주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한 고정효과 모형으로써 해결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패널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범죄발생
및 억지변수들의 구축을 위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사용하
였고, 인구 및 다른 사회‧환경적 특성 변수들은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홈페이지(http://kosis.kr)에서 제공하는 인구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후 활용되는 각 관할지역별 검사인력숫자
는 검찰청별로 직접 구하였다. 앞서 범죄발생추세에서 강조했듯
이 특히 최근의 일반범죄 증가추세에 초점을 두고자 2000년부
터 2009년까지 10년을 표본기간으로 삼았다. 검찰청의 본청 및
지방청 수는 총 57개였으나, 자료수집편의 및 검찰청간 규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13개

광역지역

(metropolitan areas)으로 나누었다.
정리하면, 기본 실증방정식은 식 <1>과 같이 구성된다. 하첨
자  는 지역을 나타내며, 전술한 지역구분대로 13개 값을 가진
288) 패널기법을 사용한 연구는 더욱 많으나 꾸준한 추세를 보이기 위해 시기
별로 대표작들을 선별하여 예를 들면 Lott and Mustard(1997),
Levitt(1997), Benson et al.(1998), Doyle et al.(1999), Raphael and
Winter-Ebmer(2001), Gould et al.(2002), Mocan and Gittings (2003),
Machin and Meghir (2004), Grinols and Mustard (2006), Zimmerman
and Benson(2007), Ren et al.(2008), Lin(2009), Haddad and
Moghadam(2011), Altindag(20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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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시간을 나타내며 10개의 값을 가진다.   는 13개 지역
에 분포하는 지역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고,    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일반범죄 발
생비(  )’를 대상으로 하여, 억지변수(   and   )와 각종 통제
변수들로 구성되는 일반범죄의 발생요인들에 대해 정교한 검증
을 수행한다.

                        ,

<1>

   ⋯     ⋯  .

추정에 사용될 자료는 <표 IV-4>에 정리하였다. 우선 종속변
수 ‘일반범죄 발생비(  )’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일반범죄건
수이다. 전체평균은 매년 인구 10만 명당 1,712건이다. 서울은
두 번째를 차지하는데 연평균 2,017건으로, 이를 절대숫자로 1년
동안 약 39만 건, 하루에 약 1,100건의 일반범죄가 서울에서 발
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표준편차는 272.7이다. 집단 간

(between-group) 표준편차는 227.5이고 집단 내(within-group)
표준편차는 161.9로서, 일반범죄 발생비는 지역 간 변동이 더욱
컸다. 설명변수들을 보자.

나) 설명변수
먼저 억지력을 대리하는 두 변수를 보자. 일반범죄검거확률

(   )은 전체 일반범죄 발생건수 가운데 검거된 사건들 비율로
서 범죄발생비에 (-)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전체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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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이다. 가장 높은 검거확률은 2000년 부산으로 그 해 평균
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98.2%이고, 가장 낮은 검거확률은

2007년 울산(60.2%)이었다. 관찰치별로 비교적 편차가 커서 추
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기소확률(   )은 일반범
죄 처리인원수 중 일반범죄 기소인원수의 비율(%)로서 본 연구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주가 평균 38.9%
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며 평균 31.9%이다.

2001년이 평균 41.9%로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기소율이 감소
하는 추세이다.
다음은 사회경제적 통제변수들이다. 먼저 앞서 소개된 문헌
들 및 범죄경제학의 다른 많은 문헌들에서 범죄공급을 설명하
기 위한 인구특성으로서 특정연령의 인구비중을 주로 사용하였
다. 대부분 (+) 영향을 얻은 바 있다. 연구자들은 저마다 다른
연령 범주와 다른 범죄범주를 사용하였지만, Kim et al.(1993,

p. 178) 등 많은 연구에서 강조한대로 젊은 연령 및 남성이 범
죄행위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연령대는
선험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여러 시도를 해본 결과 본 연구
에서는 35~39세 남자인구비중(  )을 사용할 것이다.

Becker(1968) 이후 많은 학자들은 합법적 경제활동을 통한 수
익창출 기회가 많을수록 개인은 낮은 범행유인을 갖는다는 명
제를 수용해왔으며, 그 대표적 대리변수로서 실업률을 가장 자
주 사용하였다. 본 연구처럼 한 국가 내 지역별 패널자료를 사
용한 최근 Haddad and Moghadam(2011)에서도 실업률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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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를 보면 한
국은 표본기간동안 실업률(  )의 전체평균은 3.2%로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별 그리고 연도별로는 편차가 존재했다.
합법적 노동시장의 기회비용 변수로서 임금도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론적으로 임금은 범죄발생에 (-)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총임금을 사용한 문헌이 많지만, Cornwell

and Trumbull(1994) 및 Doyle et al.(1999)과 같이 특정산업별
임금들을 분석한 문헌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건설업 근
로자 평균월급여(  )를 사용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았고 지역 간 편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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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변수의 정의 및 기술통계량
평균
(S.D.)

변수명

정의 및 설명



일반범죄 발생비로서,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건)



일반범죄 검거확률로서, 일반범죄
발생건수 중
일반범죄 검거건수의 비율(%)

79.4
(6.1)

98.2

60.2



일반범죄 기소확률로서, 일반범죄
처리인원수 중
일반범죄 기소인원수의 비율(%)

35.8
(4.3)

46.2

27.9



각 지역별 전체 인구 중 35세~39세
남자의 인구비율(%)

4.4
(0.4)

5.6

3.7



각 지역별 실업률(%)

3.2
(1.0)

7.1

1.3



각 지역별 (건설업) 평균임금 (Korean \ )



각 지역별 인구10만명당 재판에 의한
이혼율(건)

44.7
(9.1)

74.6

28.8



각 지역별 1천 가구당(55~69세)
여성세대주 가구수(호)

69.6
(9.5)

94.1

43.7

3,299.9

880.3

 



최소

1,712.6
2,541.4 1,270.5
(272.7)

1,371.6
2,042.5
(197.4)

 변수로서 인구 10만 명당 행정범죄 1,897.2
기소인원수(명)

최대

(459.8)

994.8

변수로서 인구 10만 명당 일반범죄 2,031.3
3,340.1 1,095.8
처리인원수(명)

(487.0)

각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검사인원수(명)

2.6
(0.7)

5.6

1.3

가족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두 변수도 사용한다. 먼저 이혼은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또는 가족갈등 등으로 인하여 범죄
에 (+) 영향 줄 수 있다. Sampson and Cohen(1988)이 가장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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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문헌이며, 2000년대 여러 논문에서 사용되다가 최근에도

Haddad

and

Moghadam(2011)와

Cáceres-Delpiano

and

Giolito(2012)에서는 이혼이 강력범죄에 (+)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인구 10만 명당 이혼건수(  )를 구하
였다. 전체평균은 44.7건으로서 한국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최대값은 74.6건(2002년 제주)이고 최소값은 28.8건(2005년 서
울)이었다. 특히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제주의
평균이 59.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가장 낮은 부산(39.8건)
보다는 약 1.5배가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그 증가
세가 뚜렷하다. 더불어, Levitt(1997; 1998)과 Kelly(2000) 등에서
는 여성세대주가구수가 범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289)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령별로 모계가구수비율을 분
석해보았다. 즉, 가구주연령기준 5세씩 나누어 10가지 이상으로
구분했는데, 그룹 내 표준편차가 가장 큰 연령구간이 55~69세에
속하는 여성세대주가구수(  )를 대리변수로 사용할
것이다.290)
마지막으로, <표 IV-4>에는 다음 절에서 사용될 다른 세 가지
변수인   ,  , 및  도 포함하였다.  
289) 이혼율과 여성세대주가구수는 가족의 분열이라는 점에서 일부 겹치는 효
과가 있지만 여성세대주가구는 이혼율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망 등이 영
향을 미친 결과이기 때문에 이혼율과 전적으로 같은 효과를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290) 여러 선행연구에서처럼 연도 추세 및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해의 관찰치가 13개에 불
과하므로, 자유도 확보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전국 범죄율이 낮은 편이었던 3년만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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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만 명당 행정범죄 기소인원수로서 전체평균은 1,897명이었
다.  는 인구 10만 명당 일반범죄 처리인원수로서 전체평균
은 2,031명인데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둘 다 지역 간 편
차가 상당히 컸다.  는291) 인구 10만 명당 검
사인원수인데 전체평균은 2.6명으로서 크지 않은 편이다. 이 숫
자만 보더라도 검사들이 직면한 자원제약을 짐작하는 일이 어
렵지는 않아 보인다.

2) 일반범죄 공급곡선의 추정
가) 추정결과

<표 IV-5>에는 식 <1>에 대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얻은 총 다섯 가지의 추정결과가 나와 있다. 범죄공급곡선의 추
정 작업에서는 먼저 억지력 변수들의 설명력을 점검하는 일이
핵심이다. M1을 보면   의 추정계수는 (-)의 부호에 1%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추정계수는 (-)부호가 도출되
어 범죄억지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였으나, 유의하진 않았다.
   값은 63.1%로서, 고정된 지역효과들의 설명력이 작지

않다. 단,   의 추정치가 다소 낮은 유의도를 보이는데, 추가적
인 변수의 도입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291)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던 주로 과거
수치들에 대해서는 각 검찰청별로 직접 정보청구를 하여 수집하였다. 하
지만 총 130개의 관찰치 중 중 자료 보존기간 초과 등으로 인하여 자료
를 구할 수 없는 몇 건에 대해서는 보간법(interpolation)과 보외법
(extrapolation)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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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인다.
전술한 대로, 일반범죄 발생건수의 시계열양상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전반적인 증가세 가운데 2004~2006년 동안 범죄발생
감소가 뚜렷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더미변수로써 연
도효과를 제거한 추정결과는 M2와 같다. 추정결과, 먼저

 는 범죄발생감소를 통제함에 따라 (-)의 부호로 1% 내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의 추정계수는 처음으로 5% 내
에서 유의하게 설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더불어     값도

4%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시간효과를 감안하니   및   의
한계추정치가 각각 -10.32와 -10.48로 조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러 통계적 결과로 보아, 유의미한 연도통제를 한 결과 M2에
서 경찰 및 검찰의 법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억지력을 더
욱 정확히 포착하고 있는 듯하다.292)
다음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포함시킨 후의 분석결과는

M3와 같다. 우선 인구특성을 반영한  의 추정계수는 (+)부
호로서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실업률  의 추정계수는
직관적 예상에 부합하는 (+)부호로서 10%에서 유의하였다.

 의 추정계수 역시 예상대로 (-)부호로서 5%수준에서 유
의했다.  의 추정계수는 예상한 (+)부호로서 1% 내
에서 유의했다. 대체로 (+)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논의된

292) 사실 연도통제를 한 M2 이후에는 모형설정을 바꾸어도 검거율과 기소율
추정치들의 높은 유의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M2 하에서 개별지역
간의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통계량 값은
22.13이며, 해당  -value는 0.000으로 도출되었다.

제Ⅳ장 과잉범죄화의 문제

395

 의 추정치는 (+)부호로 도출되었으나 유의하진 않
았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M3를 이후 실증분석을 위한 ‘기본
방정식(baseline equation)’으로 간주할 것이다.

396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표 IV-5> 일반범죄 공급곡선의 기본 실증방정식 및 상충효과의 추정





M1

-8.8172***
(3.2159)

-2.4860
(4.3165)

M2

-10.320***
(3.0156)

-10.478**
(4.1201)

M3

-13.386*** -19.394*** -121.51*** 211.37** 60.770*
(3.0898)
(5.5216)
(40.976) (106.33) (31.861)

-0.3718**
(0.1576)

5.9359***
(2.2622)

7.1626
(5.6316)

M4

-14.471*** -22.254*** -127.64*** 230.03** 61.939*
(3.1068)
(5.6616)
(40.625) (105.55) (31.494)

-0.3501**
(0.1562)

5.4736**
(2.2490)

5.6066
(5.6259)

M5‡

-14.003*** -23.720*** -120.71*** 263.86** 48.842
(3.0481)
(5.5771)
(39.880) (104.31) (31.320)

-0.3878**
(0.1537)

4.4178*
(2.2460)

M6

-14.804*** -21.433*** -122.30*** 235.37** 32.051
(2.9968)
(5.4642)
(39.200) (101.76) (31.912)

-0.3262**
(0.1508)

M7‡

-12.847*** -22.843*** -113.39*** 230.15** 52.904*
(2.9501)
(5.3243)
(38.363) (99.222) (29.696)

-0.3025**
(0.1473)

‡

 

   

        †
2483.8***
(285.30)

63.1%

3240.1***
(291.85)

67.6%

2507.1***
(790.84)

70.6%

174.11*
(91.817)

1417.0
(970.23)

71.3%

7.5658
(5.5691)

161.06* 16.559**
(90.060) (6.9523)

1288.3
(951.43)

72.5%

4.0914*
(2.2151)

6.2285
(5.4269)

147.49* 19.818***
(88.938) (6.5225)

1564.8*
(936.50)

73.3%

3.8478*
(2.1548)

4.9143
(5.2916)

156.95* 23.273***
(86.424) (5.9660)

1355.4
(912.19)

74.6%

-143.48***
(34.655)

주) ․ *, **, ***은 각각 10%, 5%, 1%내에서 유의하다는 의미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    값은 LSDV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결과임.
‡ M5의 교호항은 ‘  변수와
’ ‘  변수(  변수의 50% 수준 미만을 0, 이상을 1로 처리한 더미변수)’의 곱이며, M6은 60% 수준
을, M7는 70% 수준을 적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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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방정식과 내생성검증

‘기본(baseline)범죄공급곡선’을 추정한 M3의 주요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억지변수의 도입 이후에 총 6 개의 통제변수들을 활
용한 결과, 70%를 넘어서는     하에서   과   의 추정계
수는 1% 내 수준의 유의도를 보였다. 특히 억지변수들의 추정
계수는 유의도 상승과 함께 그 절대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M3에서   과   의 추정계수는 각각 -13.39와 -19.39로 후자가
전자의 약 1.5배에 이르렀다.293) 요컨대 검찰의 기소가 경찰의
검거보다 더 강력한 억지력을 지닌다는 점은 주요 선행연구들
에서 확인된 바와 유사한 결과이다(예: Trumbull, 1989, p.

430; Mustard, 2003, p. 209; Buonanno and Montolio, 2008,
p. 94). 종합하면, 억지력 가설은 유효하다는 잠정 평가를 내
릴 수 있다.
추가 분석을 하기 이전 전술한 대로 문헌에서 오랫동안 논쟁
의 대상이 되어왔던 범죄발생비와 특히 억지력변수들(   and

  )간의 내생성 문제를 점검한다.294) M3 하에서 내생성 점검을
위한 도구변수들은 내생성이 의심되는 변수와의 연관성은 높되
범죄발생비와는 높은 (-)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293) 종속변수가 10만 명당이므로 검거확률(  )의 경우 1%포인트 증가할수록
일반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6,664건 감소, 기소확
률(  )의 경우 9,653건 억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94) 이와 같은 내생성 점검은 일차적으로 검거확률(  ) 및 기소확률(  )이
범죄발생비(  )와 갖는 동시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결국 이 과
정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설명변수들과 관련된 누락변수 및 측정오차문제
도 함께 점검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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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했다.   의 도구변수로는 먼저 ‘인구 10만 명당 경찰공무원
수(  )’와 ‘전기의 검거확률(      )’을 사용했다(T1).295)  
는 ‘인구 10만 명당 검사인원수(  )’와 ‘전기의 기
소확률(      )’을 사용했다(T3). 이어 Durbin-Wu-Hausman(이
하 DWH) test를 사용한 결과, 두 변수는 외생성을 확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96) 이를 통해 <표 IV-5>의 M3가 일반범죄발생에
대한 기본 범죄공급곡선이라는 결론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판단
된다.

295) 지역별 경찰공무원수(  )는 경찰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일단  은  과 0.43으로 (+)부호에 그다지 높지 않은 상관성을 보
여 도구변수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96) DWH test의 결과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에 대한 추가 시도로서
 을 제외한 뒤 (지난 10년간 시계열추세에서 유독 낮은 검거율을 보
인) 2000~2001년을 통제하기 위한  을    과 함께 사용하였
다 (T2).  에 대해서는  을 제외하고 (일반범죄 기소율
의 지난 10년간 시계열추세에서 하락기로 접어드는) 2001~2002년을 통
제하기 위한  도    과 함께 사용하였다 (T4). 그 결과
T1~T4에 따른 DWH통계량과 그에 상응하는  -value는 10% 내에서도
외생성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변수

도구변수

DWH 통계량:  

 -value

T1



,   

1.5469

0.21

T2



 ,   

0.0699

0.79

T3



,
  

0.1637

0.69

T4



 ,   

2.1343

0.14

주) 점검 시 기준모형은 <표 IV-5>의 M3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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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충관계의 추정
1) 각 상충관계의 대리변수
앞서 행정범죄로의 기소자원 우선배분이 갖는 상충효과는 일
반범죄의 증가로써 측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
지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구축효과

(crowding-out;  )’, ‘파급효과(spillover;  )’, 및 ‘체증효과
(congestion;  )’인데, 이 세 가지 효과들에 관하여 실증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각 효과를 포착하기 위한 대리변수의 고
안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구축효과와 파급효과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행정범
죄에 대한 기소자원의 쏠림현상 때문이므로, 그 쏠림현상의 정
도를 곧바로 나타내는 파급효과의 대리변수 ‘  ’를 먼저 정의
하자. 본 연구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행정범죄 기소인원수

(   )’를 ‘  ’변수로 상정한다. 한편 다음 소절에서 가장 먼저
시도될 구축효과의 검토는 별도의 실증방정식에서 바로 이 
변수를 활용하여 구하게 될 것이다.
다음, 체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범죄 기소와 관련
하여 검찰자원이 겪는 체증정도’를 반영하는 ‘  ’변수가 필요하
다. 다양한 변수들이 후보군을 형성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에
서도 ‘인구 10만 명당 일반범죄 처리인원수(  )’가 체증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상당히 적절할 변수로 사료된다.  은 경찰력
등에 의해 걸러진 검찰기소자원에 대한 수요로 간주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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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밀려드는 수요는 검찰자원이 직면하는 부하를 대리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297)

 와  의 분포를 보자. 둘 다 지역 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
이며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지역 내에서도 큰 편차를
지닌다.

 변수의 경우 1,356명~2,738명,

 변수도 1,421

명~2,892명의 지역 간 분포를 갖는다. 지역 내 편차도 컸는데,

 변수의 경우 편차가 가장 심한 곳은 울산(1,862명~3,300명)이
고  변수의 경우 지역 내 편차가 가장 심한 곳은 서울

(2,099~3,340명)이었다. 이상의 대리변수화 작업을 활용한 실증분
석 결과는 다음 소절에서 보듯이 기대했던 것보다 심각해 보인다.

2) 상충효과의 측정
가) 구축효과( )
전술했듯이 구축효과는 행정범죄에 기소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일반범죄에 대한 투입가능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일반범죄 기소확률의 감소와 일반범죄의 발생이 증가하는 효과
를 일컫는다. 따라서 식 <2>와 같은 실증방정식으로써 구축효
과가 기소확률에 사전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97) 분석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상정해보았으나, 가장 뚜렷한 결과를
보인 ‘인구 10만 명당 일반범죄 처리인원수(  )’에 대한 분석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증가할수록 (적어도 단순히 무시되는 것이 아
니라 검토를 거쳐 일부는 실제 기소대상이 될 것이므로) 검찰에게 더욱
심각한 체증으로 인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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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인 일반범죄 기소확률이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추측되는 주요변수들을 간략히 파악해보자.298) 다른 조건
이 일정할 때,

종속변수는 기소활동에 필요한 검찰인력

(  )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며, (+)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식 <2>의 주요 검증작업으로서, 행정기
소로의 쏠림현상이 검찰기소자원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변수를 넣었을 때 추정계수가 (-)의 부호를 지닐 것이다. 그
리고 이는 전술한 ‘구축효과’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더불어 기소대상으로서 검거 이후 검찰의 처리를 기다
리는 처리인원수(  )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물론 처리인원수가 증가할 때 한편으로 기소인원수는 분
명히 증가할 것이나, 처리인원수 자체가 종속변수의 분모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정계수의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
을 것이다.
식 <2>의 주요 추정결과를 간략히만 검토한다.299)     는

82.7%로서 매우 높다.  의 추정치는 5% 유의
한 0.96으로서, 2009년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검사인원
298) 식 <2>의 추정은 기소확률 결정요인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려는 목적보다
는 ‘구축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설명력을 갖는 실증방정식
의 확보에 있다.
299) 단 다양한 시도를 거친 결과 기소확률(  )은  (   )와  (  ) 모
두에 오목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로그를 취했다 (  
와  ). 후술 되는대로 이는 식 <1>에  를 포함시킬 때에도 로그
형태가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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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수가 10명 증가할수록 일반범죄 기소율이 0.02%포인트 증
가한다는 결과가 된다. 로그로 치환된  변수의 추정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3.43로서, ‘인구 10만 명당 행정범죄 기소인원
수’가 10명 증가할수록 일반범죄 기소확률은 약 0.02%포인트 감
소한다는 것이며, 결국 이는 ‘구축효과의 실질적인 크기’로 볼
수 있다.300) 마지막으로, 로그로 치환된  변수의 추정치는

1% 유의한 10.02인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 일반범죄 처리인원’
이 10명 증가할수록 ‘일반범죄 기소확률’은 약 0.05%포인트 증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변수의 추정계수가 (+)부
호를 나타낸 사실은 ‘적어도 종속변수의 분모의 증가속도보다는
더 빠르게’ 일반범죄의 기소를 증가시킨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변수 규모는 검찰의 입장에
서 무시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므로 이후 실증
분석에서  변수가 검찰자원의 체증정도를 포착하는 데 있어
서 유용한 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파급효과(  )
파급효과는 ‘주어진 일반범죄 기소율 하에서’ 행정범죄로의
기소 쏠림현상 자체가 일반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
300) 실증방정식 <2>에서는  변수를 로그형태(   )로 사용했으므로 
변수의 평균값에서 평가했을 때, ‘인구10만명당 행정범죄 기소인원수
(   )’가 1%포인트 증가할수록 일반범죄 기소확률(  ) 값은 0.0343씩
감소한다는 것이 된다. 결국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범죄 기소
확률이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향후 로그를 취한
설명변수의 추정계수를 논의할 때는 이상의 방식으로써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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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술한 대로 사전적으로는 단언 못하지만, 만약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면 억지력 측면에서 질적 하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파급효과가 실제 존재한다면, <표 IV-5>의 M3에서
일반범죄 기소확률(   )의 추정계수는 파급효과를 제대로 통제
하지 못한 채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계량경제학적 ‘누
락변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301) 만약 파급효과가 존재한다
면 식 <1>에 그 대리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의 추정계수의
절대치는 더욱 정확하게 될 것이다.

<표 IV-5>의 M4는 M3에 행정범죄 기소활동의 대리변수로서
 변수를 추가한 결과이다.     가 소폭 상승하였다. 우선
 변수의 추정치는 174.1로서 10%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302) 이는 행정범죄에 대한 기소활동에 치중하면서 발생한 같
은 수준의 일반범죄기소율의 억지력감소라는 파급효과가 존재
한다는 증거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의 추정계수는 M3의

-19.39에서 -22.25로 그 절대값이 증가했다. 따라서  변수의
도입으로 인해 누락변수의 문제가 교정되면서 일반범죄 기소억
지력이 좀 더 정확히 도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밖에

301)  와  (   )의 두 변수의 covariance는 실제 계산을 해보니 0.4였
다. 따라서 식 <1>에서 두 변수의 진실된 추정계수가 각각 (-)와 (+)이라
면 (편의크기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M3의  추정계수에는 (+)의 편의
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즉 기소확률의 억지력이 과소평가 되어 있다는 의
미이며, 후술 되는대로 이 예측은 옳은 듯하다.
302)  변수를 로그형태(   )로 사용했으므로  변수의 평균값에서 평
가했을 때, 인구10만명당 행정범죄 기소인원수가 10명 증가할수록 일반
범죄 발생비는 약 0.9건 증가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2009년 전체인구 절
대숫자 기준으로는 일반범죄 457건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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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 유의도는 10%에서 5%로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요컨대 검찰의 기소확률은 상당한 수준의 억지력을 보인다고
결론지어도 될 듯하다. 또한 이는 결국 범죄공급곡선의 추정작
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검찰자원의 제약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X라는 특정범죄유형의 기소활동에 대한 억지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X범죄유형과 기소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상충
성을 갖는 Y라는 범죄유형의 기소활동도 같이 살펴봐야만 X범
죄에 대한 기소활동의 정확한 억지력을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여러 정황상 Y범죄유형에 대한 기소의 쏠림현상
이 클수록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다) 체증효과(  )
체증효과는 지역별 검찰청이 직면하는 체증상황 따라 파급효
과가 심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미 M4에는  가 파급효과
를 설명하고 있으나, 체증효과에 연동된 파급효과 증가분을 포착
하기 위해서는 ‘이중차감법(differences-in-differences approach)’
을 통한 분석이 유용할 것이다. 체증의 정도는 앞서 ‘인구 10만
명당 일반범죄 처리인원수(  )’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는
데, 이중차감법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심각한 체증의 유무’를 대
리하는 변수가 필요하다.  변수의 가령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체증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을 부여하는 더미

 를 만들 수 있다. 이어서  변수와 교호항인   
를 만든다. 이제  의 엄격함을 점진적으로 늘려감으로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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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의 체증기준에서 파급효과가 유의미하게 증폭되는 경계
수준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303)
먼저  변수의 백분위수 가운데 (추후 논의에 있어서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50%, 60%, 70%수준을 각각 적용하여 체증기
준을 구분했고, 각각의 기준에 따른 실증방정식을 M5, M6, M7
로 표시했다.304) 체증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주로  와

   의 추정계수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
다.  변수의 20~40%수준일 때는  의 추정계수가 전혀 유
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50%수준부터는 계속해서  의 추정계
수가 10% 내의 유의도를 확보하게 한다. 또한 유의미한 파급효
과와 함께    의 추정계수는 지속적으로 1~5% 내의 유
의도를 갖게 된다.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50%수준에서
부터 체증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현되어 그 효과가 점차 심해진
다고 경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305)
303) DID를 위해서  를 넣어야 하지만 후술 되는대로 대부분의 체증기준
에 대해    와 다중공선성을 야기함에 따라 식에서 전자를 제외
하였다.
304) 지역별 이질성에 대해 고정효과(fixed effect) 혹은 확률효과(random
effect)로 간주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두 방법의 우위를 가늠하기 위해
서 최종적인 범죄공급곡선이라 할 수 있는 M5~M7에 대해 Hausman
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value는 0.00로서 일관되게 도출되어 고정
효과모형이 정당화되었다.
305) 체증효과를 포함한 전체 파급효과의 크기가 ‘체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
을 때(M4)의 파급효과크기’보다 커지는 상황이 50%기준부터 나타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체증정도가  변수의 80% 및 90%수준일
때는 통계적으로 급격히 비유의한 추정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이유는 체
증정도가 지역별로 군집을 이루며 그 순서가 거의 일정하므로 (특히 체
증정도가 높아질수록) 지역더미들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에 따라 다
중공선성을 일으킨 것 때문으로 보인다. 가령 80%수준에서도 26개의 관
측치 중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이 20개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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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M7에서
는 74.6%로 나타났다.      의 추정계수가 23.3으로
매우 크다.      의 평균값에서 평가한 한계효과를 구
하면,  가 표본의 70%수준(10만 명당 약 2,259명) 이상의 체
증이 되면서 인구10만 명당 행정기소인원수가 10명 증가할수록
일반범죄 발생비가 0.4건만큼 증가한다. 이는 2009년 전체인구
기준으로는 일반범죄 186건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거듭, 행정
범죄에 치중된 검찰의 기소활동이 야기하는 기회비용이 작지
않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다.

3) 종합: 상충효과의 총계
앞선 분석결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집행 쏠림현상의
기회비용은 <표 IV-6>과 같이 그 구체적인 크기 및 심각성을 요
약할 수 있다. 기회비용은 구축효과(  ), 파급효과(  ), 체증
효과(  )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은 합한 총기회비용을
계산하였다. 행정범죄로의 쏠림현상에 대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
아 기회비용을 측정하고자, 각 기회비용은 인구 10만 명당 행정
범죄기소인원인  를 10명 늘림에 따라 초래되는 ‘일반범죄
발생비’의 증가분으로 표시했으며 절대인구로 환산한 숫자도 제
시하고 있다. 체증정도는  값이 표본에서 위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50%미만, 50%, 70%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표 IV-5>
통계적인 이유로서 80%수준 이상의 분석결과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IV-5>의 추정결과 추세로 볼 때 체증이 심할수
록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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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들 중 각 체증기준에 해당하는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
인 기회비용을 계산하였다.306)
먼저 구축효과는 일반범죄 발생비가 약 0.4건 증가하는 것으
로 측정된다.307) 절대인구를 기준으로는 200~210건 가량의 일
반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파급효과는 구
축효과와 달리 체증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발현된다. 먼저
표본 전체로 볼 때 파급효과는  가 10명 증가할 때 일반범죄
발생비는 평균 0.9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표본에
서  가 50%수준 이상의 체증정도를 나타낼 때에는  가 10
명 증가할수록 일반범죄 발생비는 1.0건, 70%수준 이상에서는

1.2건으로 그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파급효
과 중 작지 않은 부분을 체증효과가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이 표본에서 50%수
준을 넘어서는  에 직면해 있다면, 파급효과는 0.2건 추가로
그리고 70%수준 이상이면 0.4건 추가로 증가하고 있다. 절대인
구로 환산하면 이들은 각각 82건 및 186건의 일반범죄 증가를
의미한다.
전술한 세 가지 기회비용의 크기를 모두 합한 총기회비용을
보자. 표본 평균적으로는  10명 증가할수록 일반범죄 발생
306) 단, 50%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체증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증효과는 제외된 채 표본 평균의 파급효과만 고려된 모형
(M4)을 측정기준으로 삼았다.
307) 앞서 식 <2>의  변수의 추정계수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행정범죄
기소인원수가 10명 증가할수록 일반범죄 기소확률은 약 0.02%포인트 감
소하는데, 이것을 <표 IV-5>의 추정결과에 활용하면 구축효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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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1.3건 증가한다. 다음으로 가령 50%와 70% 수준 이상의
체증상황 하에서는 일반범죄비율로 각각 1.4건과 1.6건이라는
총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절대인구로는 718건과 803건을 각각
의미한다. 실감을 얻기 위해 일례를 들어보자. 체증이 70% 이
상 수준이었던 2008년 인천의 경우,  는 전년도에 비하여

400건이나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계산해보면 2008년 발생한
인천의 일반범죄 전체의 약 5%는 바로 이 상충효과의 결과였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부족한 자원상황 하에서 검찰의
법집행자원을 행정범죄에 치중할 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
생하는 기회비용의 존재는 물론 그 구체적인 크기가 크다는 사
실이 공고하게 검증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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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 ‘행정범죄 기소 대 일반범죄 증가’의 상충효과: 종합
체증정도†
표본평균
M4

50% (  = 1,936)
M5

70% (  = 2,259)
M7

Cases in 1,000 thousands

0.4

0.4

0.4

Cases in Absolute
Numbers

200

213

205

Cases in 1,000 thousands

0.9

1.0

1.2

Cases in Absolute
Numbers

457

505

598

Cases in 1,000 thousands

-

0.2

0.4

Cases in Absolute
Numbers

-

82

186

Cases in 1,000 thousands

1.3

1.4

1.6

Cases in Absolute
Numbers

657

718

803

사용된 모형‡ ➡
구축효과(  )

상충효과
: 일반범죄의
증가

총 파급효과(  )

체증효과(  )

총 기회비용

주) ․  ,  ,  , 총 기회비용은 해당 체증수준에서 ‘인구 10만 명당 행정범죄 기소인원수가
’ 10명 증가할 때, ‘인구 10만 명당’ 및 ‘전
체인구당’ 일반범죄 발생건수의 증가분임.
․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한 수치는 2009년의 전국기준 주민등록인구수(49,773,145명)를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임.
† 체증정도는  변수(연간 인구10만명당 일반범죄 처리인원수)의 50미만, 50, 70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나눴고, 괄호 안에 백분위
수에 해당하는  변수 수치를 명시함.
‡ 측정기준모형은 <표 IV-5>의 모형 가운데 각 체증기준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적용한 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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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및 함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상의 기회비용 관련 수치들은 부
족한 자원상황 하에서 검찰의 법집행자원을 행정범죄에 치중할
때 일반범죄의 공급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엄연히 존재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그 기회비용은 구축효
과, 파급효과, 및 체증효과로 구성된다. 계산을 해보면 특정 연
도 특정 지역에서는 행정범죄기소인원의 증가분만으로 그해 해
당 지역 일반범죄발생 총수의 5%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행정범죄로의 쏠림현상에는 상충효과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이 실험적이지만 비교적 명백하게 입증되
었다.
주지하듯 이상의 실증분석에서는 행정범죄의 기소활동이 야
기하는 ‘비용’측면을 다룬 것이다. 물론 행정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억지력가설에 의하면) 행정범죄의 발생을 억지하는 역
할을 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편익’을 낳을 것이다. 문제는
어느 것이 더 큰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명쾌
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추측
은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일반범죄가 행정범죄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심상치 않
은 강력흉악범죄의 발생추세는 행정범죄기소가 지불해야하는
기회비용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둘째, 본

제Ⅳ장 과잉범죄화의 문제

411

실증분석의 모두 소개한대로 행정규제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과
잉형벌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강한 심증 때문이다. 셋째, 좀 더
미시적으로 볼 때, 행정범죄 기소의 ‘교차억지력’도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점도 이러한 심증을 지지한다. 학계에서 특정 범죄들
사이에 일부 교차억지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나, 본
실증분석에서는 비록 ‘일반범죄 대 행정범죄’라는 매우 넓은 범
주들로 구분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 교차억지력이라는 정반
대의 효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음의 극히 개
략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장기적
차원에서 검찰인력의 증원을 통해 자원제약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가격에 따른 자원
배분 없이는 투입자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실증분석결과와 직결된 두 가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시한다. 먼저, 일반범죄 기소율이 낮은 곳이나 또는 일반범죄
발생비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기소활동을 유도
하는 각종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에서 한국 검
찰의 기소활동이 일반범죄 발생에 미치는 억지력은 경찰검거의
억지력보다 1.5~2배 가까이 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구체적 형태를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 없지만, 이는 결
국 검찰청 또는 개별검사들의 유인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
다. 다음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체증이 심한 곳일수록 자
원의 재배분(reallocation)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했듯
이 밀려드는 수요를 간과한 채 다른 쪽에 치중하게 되면 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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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효과는 급증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일반범죄의 발생과 기소
율뿐만 아니라) 검거로부터 이어지는 처리인원수의 추세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검찰자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현재 ‘검찰자원이 쏠
리고 있는 행정규제들에 과연 형사처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
에서 찾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요컨대 과잉범죄화 여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판단된다. 다음 장부터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
로 다루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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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의 등장배경 및 주요 법제

가. 공정거래법의 등장배경
지금까지 과잉범죄화의 일반론 및 세 가지 유형(유형 l, ll, lll)
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까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과잉범죄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 ll’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국내외에서 형사처벌 사용에 대한 논란이 많은 공정거래법에
관하여 검토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만약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림 IV-1>의 ‘유형 ll’에 해당하는 과잉
범죄화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
의 등장배경 및 외국 주요 공정거래법제를 매우 간략히만 개관
한 후, 최근 형사벌칙의 집행현황을 검토한다. 이후 한국 법제
의 제재수단 및 형사벌칙의 집행현황에 관하여 알아본다. 그리
고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을 전술했던 ‘죄책성(즉, 고의
성, 자산불충분성, 사회총피해 등)’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해본다.
미국에서는 19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기업이 거
대해지자 부와 권력의 집중화를 막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경
제법을 제정하였다 (Kadish, 1963; McCormick, 1977). 산업의
집중화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기업들이 사회에 입히는 피해가
해당 지역경제에만 국한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적 제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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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으나, 산업화 이후의 대기업들의
영향력은 과거의 경제법만으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그 당시에는 대기업 그 자체를 ‘악(evil)’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농업 종사자들은 농산품의 가격인하 및 비용증가 등
이 소수의 대기업들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제법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 것이다. McCormick(1977, p. 31)은 첫째,
시장의 자유경쟁을 억압하고, 둘째,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셋
째, 상대적으로 큰 특권을 가진 대기업으로부터 소규모의 경쟁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법이 입법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입법화된 경제법의 대표적 예로서, 기업의 독점 및 담합
행위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Sherman

Act)’이 있다. 주지하듯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공정거래법인 셔먼
법은 기존에 살펴볼 수 없었던 유형의 법제였다. 그러나 셔먼법
이 제정된 후 약 15년간은 가령 정경유착 등과 같은 여러 정치
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정부로부터의 실질적 지지를 받지 못했
기 때문에 셔먼법에 근거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Neale, 1968, p. 28).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890년부터 1903
년까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22건에 불과하였다 (Posner,

1970, pp. 390-391).308) 하지만 1904년 이후 공정거래법이 하나
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으로 점차 정립되면서, 현재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308) 전체 22건 중 6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다(Posner, 1970, pp. 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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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연합도 20세기 중반 미국의 영향을 받아 그와 유사
한 ‘경쟁법(competition law)’을 제정하였다. Bolotova and

Connor(2008, p. 5)에 의하면, 전술한 미국 및 유럽연합의 법제
는 세계 각국 공정거래법의 ‘본보기(template)’가 되고 있다고
표현하였으며, 국내 공정거래법도 이들의 지침들을 상당부분 참
고하였다.
필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법제의 형사벌칙제도를 검토하
기에 앞서 전 세계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선도역할을 했던 미국
및 유럽연합의 공정거래법을 개관한다.309) 먼저 두 국가의 집행
기관 및 법제를 알아보고, 각국의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에 관
하여 살펴본다.

나. 외국의 공정거래법: 미국
1) 집행기관 및 주요법제
미국의 공정거래법은 ‘연방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
하 ‘DOJ’)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서 담당하고 있다. DOJ에서는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에
근거하여 민･형사사건을 모두 집행한다. 반면 FTC에서는 클레
이튼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민사사건과 소비자보
호업무만을 다루고 형사사건은 집행하지 않는다. 즉, 형사사건
309) 미국과 유럽의 법제에 관한 내용은 김일중･전수민(2011, pp. 178-191)의
내용들을 일부 발췌 및 수정한 것이며, 집행현황과 관련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본 연구를 통하여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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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독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DOJ만이 각각 담합과 독점을 다
루는 셔먼법 [1조]와 [2조]에 근거하여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FTC가 다루는 사안 중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여겨지
는 경우 FTC가 이를 DOJ에 통고하고 DOJ의 판단에 따라 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클레이튼법에 의해 사적 구제도 가능하
다.310)

310) “Successful private plaintiffs recover treble damages plus the cost of

the suit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s. The twin goals of this
system are to punish antitrust violators in an effort to deter such
conduct by others and to compensate antitrust victims.” (Blair and
Durrance, 2008, p.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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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 미국 공정거래분야의 주요 법조항, 규제위반행위, 민사 및
형사제재
일련
번호

공정거래법
규제위반행위 및 조항내용
조항
Sherman
Act[1조]

거래제한행위의 금지

2

Sherman
Act[2조]

독점 및 독점화기도 혹은
독점할 목적으로의 공모
금지

3

Clayton
Act[2조]c)

가격차별 금지

4

Clayton
Act[3조]

끼워팔기 및
배타적 거래행위 금지

1

5

Clayton
Act[7조]d)

기업결합의 금지

6

Clayton
Act[8조]

경쟁기업간의
상호 임원겸직 금지

7

FTC Act[5조]

불공정한 경쟁방법 금지

민사제재

형사제재

시정조치 및
3배 손해배상a)

법인은 1억 달러,
개인은 100만 달러
b)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병과

시정조치 및
3배 손해배상

Clayton Act 및 FTC
Act는 형벌에 관한
규정을 별개로
두고 있지 않음.

중지명령 및 1만
달러 이하의 금액

주) ‧ 이 표는 Posner(1970), Gallo et al.(1994), DOJ 사이트(www.justice.gov), 정
세훈(1999), 및 임원혁(2002)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음영 부분은 형벌부
과조항임.
a) Sherman Act [1조]와 [2조]는 범죄로 구분되어 형사처벌함. [1조]와 [2조]를
제외한 나머지 [3조]부터 [7조]까지는 민사제재로 규정함.
b) 양형기준표 §2R1.1(d)에 의해 부과되고 있음.
c) Clayton Act [2조]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1936년에 Robinson-Patman Act가
제정되었음.
d)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1976년 개정) 등 10개 정도
의 법률들이 Clayton Act [7조]를 보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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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에는 두 기관이 다루는 주요법률들이 요약되어있다.
우선 U.S. Code 제15편의311) 셔먼법은 [1조]부터 [7조]까지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다.312) 그중 실체적 조항은 셔먼법 [1조]와

[2조]뿐이다. 구체적으로 [1조]는 주간 또는 타국과의 거래를 제
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및 공모를 금지한다. [1조] 위반행위들
은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취급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조]는 주간 또는 타국과의 거래를 독점하거나 독점의 기
도, 및 독점을 목적으로 타인과의 공모를 금지한다. 두 조항의
위반행위는 <표 V-1>과 같이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
으며, 중죄로 분류되어 기소된다 (홍대식, 2006a, p. 81). 그중에
서도 [1조]가 가장 많이 집행되고 있다. Gallo et al.(1994, p.

28)은 전통적으로 DOJ 형사기소의 98% 이상이 [1조] 위반행위
임을 보여주었으며, 약 40년 전의 Posner(1970)는 물론 최근의

Bolotova and Connor(2008) 역시 [1조] 위반행위가 형사기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은 포괄적인 규정범위를 가진
셔먼법을 보완하고자 1914년에 제정된 것이다.313) 먼저, 클레이
311) U.S. Code 총 50편 중 제15편은 거래 및 무역(Commerce and Trade)에
관련된 조항들을 규정하며, 주요 공정거래법인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
거래위원회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형사법은 제18편에 해당된다.
312) 상술한대로 셔먼법은 총 7개 조항이나, [1조]와 [2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은 실체적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표 V-1>에서 제외하였다.
313) 클레이튼법은 U.S. Code 제15편 [12조]~[27조]와 제29편 [52조]~[53조]의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2조]부터 클레이튼법 [1조]라 명명되
고 있다. 그중 실체적 위반행위만을 <표 V-1>에 포함하였다. 연방거래위
원회법은 U.S. Code 제15편 [41조]~[58조]로 총 18개 조항이며, [41조]부
터 순서대로 연방거래위원회법 [1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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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법은 나머지 두 법제와는 달리 DOJ와 FTC에서 공동으로 집
행 가능하다. 가격차별, 끼워팔기, 기업결합 등의 행위에 <표

V-1>과 같이 시정조치 및 3배 손해배상청구를 부과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FTC에 의해서만 집행되며, 불공정한 거래
수단([5조])에 대하여 유지명령 및 민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2) 형사벌칙의 산정절차 및 집행현황

<표 V-1>에서 보았듯이, DOJ는 셔먼법 [1조]와 [2조]에 대해서
만 형벌처벌을 할 수 있다. 두 조항에 대하여 DOJ는 ‘연방양형
기준표’(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이하 ‘US FSG’)를 기
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US FSG(2010.11 개정)에 따르면, 산정
은 ‘기본벌금액의 산정 → 비난가능성점수 책정 → 징벌승수범위
의 결정 → 일정 범위 내에서 최종 벌금액을 결정’의 순서로 진
행된다. 우선 기본벌금액은 §2R1.1(d)(1)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20%로 산정한다. 부당이득 10%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중손실
10%까지 고려하여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Bolotova and Connor,
2008, p. 5). 하지만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을 측정하
기 힘들므로 규제위반자가 체결한 계약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추정한다 (홍대식, 2006a, pp. 85-86).
다음 US FSG §8C2.5(b)(1)-(5)에 규정된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
요소들을 판단하여 기본벌금액을 가중 또는 감면할 것인지를 결
정한다. 즉, 위반기업규모, 법위반경력, 자진신고, 조사협력 등의
비난가능성 요소들을 적용시켜 징벌승수의 범위를 정한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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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벌금액은 관련매출액의 15%와 80%사이에서 결정된다. 한
편 부당이득 혹은 피해가 셔먼법의 상한선을 웃도는 경우가 발생
하면 1984년 벌금집행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벌금양형 일반규정
인 18 U.S.C. §3571(d)에 근거하여 법정벌금 대신 ‘이익 또는 피해
의 2배’를 상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Hammond, 2010, pp.

4-5). 셔먼법의 상한선을 상회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더욱 강력한 형사벌칙의 부과가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부과된 총벌금액수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V-1>을 보면 2006년 4억 7,000만 달러로 급상승하여 2009
년에는 10억 달러에 육박하였다.314)
<그림 V-1> 미국 공정거래법상 부과벌금총액의 추세

자료: DOJ(www.justice.gov)의 Statistics and Trends를 참고함. 추세는 점선
으로 표현됨.

314) 이렇게 된 데에는 1955년 이후 셔먼법 형사벌칙조항의 상한이 계속해서
높아져왔기 때문이다 (Harrison and Bell, 2006, p. 211; Hammond,
2010, pp. 4-5). 특히 담합의 경우 전술한 18 U.S.C. § 3571(d)에 근거하
여 셔먼법에 규정된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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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장 적극적으로 형사벌칙을 부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US FSG의 상세한 벌금산정절차와는 달
리) 징역형의 산정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바가
없었다. 다만 셔먼법 [1조] 및 [2조]에 “법원의 재량 안에서(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라고 나와 있을 뿐이다. 하지만 평
균징역형량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그림 V-2>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징역형의 증가추세는 <표 V-2>에서도 확인가능하다. <표

V-2>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DOJ의
형사기소 숫자 및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다. 징역형을 부과 받은 피고인의 절대숫자와 그 비율 모두 증
가추세에 있다. 2010년만 보면, 자연인 63명과 21개 기업이 형
사기소의 대상이 되었으며, 자연인의 7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
다. 거듭 형사기소는 셔먼법 [1조]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으므로

<표 V-2>에서의 형사기소 현황도 [1조] 위반행위에 집중되어 있
을 것이다.315)

315) 전통적으로도 그러했으나 최근에도 큰 변화가 없다 (Harrison and Bell,
2006, p. 211; Hammond, 2010, p. 4; Ginsburg and Wright, 2010, p.
12 등). Wils(2005, p. 12)와 Werden(2009, pp. 6-8; pp. 10-13)은 담합
의 사회피해가 크므로 이렇게 제재강도를 높여 온 점을 옹호하고 있다.
Hammond(2010, pp. 9-10)는 담합에 대하여 특히 징역형을 더 많이 부
과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으며, 미국 독점금지국(www.justice.gov)은
2011년 DOJ의 독점금지국이 근래에는 국제카르텔을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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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 미국 공정거래법상 평균징역형량의 추세

자료: DOJ(www.justice.gov)의 Statistics and Trends를 참고함. 추세는 점선으
로 표현됨.

<표 V-2> 미국 독점금지국 형사기소 현황 (2000~2010년)
Criminal
Cases Filed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Cases Filed

63

44

33

41

42

32

34

40

54

72

60

Individuals Charged

60

39

32

28

39

47

37

47

59

65

63

Corporations Charged

40

22

14

16

20

27

24

10

25

22

21

% of Defendants
Sentenced to Jaila)

38% 46% 53% 50% 71% 67% 68% 87% 61% 80% 78%
(23) (18) (17) (14) (28) (31) (25) (41) (36) (52) (49)

주) ․ DOJ(www.justice.gov)의 Statistics and Trends를 참고함.
a) 징역형을 부과 받은 피고인들의 비율을 나타냄. ( ) 안에는 실제 명수를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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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의 공정거래법: 유럽연합
1) 집행기관 및 주요법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316) 주된 법은 유럽
공동체와 유럽연합을 설립한 조약들로서, 2009년 리스본조약

(Treaty of Lisbon)으로 통합되어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이라 불린다. 그중
EU경쟁법은317) EU집행위원회, EU법원, 회원국의 국내 법원 및
경쟁당국에서 집행한다. EU경쟁법은 통화정책, 어업정책, 및 통
상정책과 함께 EU에서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가령 EU법과 회
원국 국내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EU법 우위의 원
칙’을 사용한다(강병근, 2010, pp. 100-104; 김정환, 2010, p.

500). ‘EU법 우위의 원칙’은 다음 세 가지의 형태로 발현된다.
첫째, ‘직접적용(direct application)’은 EU법이 바로 회원국법 질
서의 일부로 되어 회원국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둘째, ‘직
접효력(direct effect)’으로서 EU법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
와 의무를 부여하여 개인이 자국 법원에서 원용할 수 있다. 셋
째, ‘간접효력(indirect effect)’은 국내법을 EU법 지침의 입장에
서 해석하도록 요구한다.

316) 1992년에 제정된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에 의해 EU가 창
설되었다. 그리고 2009년 12월 공표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으로
인해 EU는 국제법인격의 성격을 부여받아 EU 단일체제로 변경되었다.
317) EU경쟁법은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서 최초로 [81조]~[89조]
로 제정되었다. 이는 추후 2009년 리스본조약에 의해서 [101조]~[109조]
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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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은 EU경쟁법의 주요조항 및 제재금 산정근거를 나
타낸 것이다. EU경쟁법은 EU기능조약 [101조]부터 [109조]로 구
성되어 있다. 먼저 [101조]와 [102조]는 각각 셔먼법 [1조]와 [2조]
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이다 (이호선, 2006, p. 189; 이봉의,

2003, p. 88). 즉, 모든 담합행위는 [101조], 독점행위의 ‘남용’과
관련된 경우는 [102조]를 적용시켜 규제하고 있다. 후술되겠지만

EU 역시 [101조]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Carree et al.,
2010). 특히 Veljanovskj(2007, p. 2)는 EU가 가격고정에 대한
제재를 최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01조]와

[10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표 V-3>에서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관련매출액 30%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보조 조
항은 경쟁을 왜곡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을 상환해야 한다(이종원･황기식, 2008, p. 121). 반경쟁적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1989년 이후 합병통합규칙 [139/2004조]를 별
도로 적용하는데, 연간 총매출액 10% 내에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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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EU경쟁법상 주요조항 및 제재금의 산정근거
일련
EU 법조항a)
번호

조항 내용

1

[101조]

경쟁제한 및 회원국 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담합

2

[102조]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회원국 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 - 독점

3

[103조]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EU법원의 기능 규정

4

[104조]

과도기적 규정으로 항공분야에만 적용

5

[105조]

집행위원회 임무부여 (자료요청권, 조사권,
제재금부과권 등)

6

[106조]

회원국의 독점 공공기업에 대한 특별한 권리
부여 금지

7

[107-109조]

8

[139/2004호]d)

제재금
산정근거b)
직전 사업연도
관련매출액
30% 이하
직전 사업연도
관련매출액
30% 이하

비고c)
직접
효력
직접
효력

[108조]
국가보조는 다른 회원국의 경쟁자들에게는
보조금액 상환 직접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금지
효력
합병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연간매출액
10% 이하

주) ‧ 이 표는 ‘EU기능조약’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표에서 음영부분은 경쟁법의 주요법제로서, [101조], [102조], 합병규칙
[139/2004호], [107조] 4가지임. 그중 대부분의 경쟁법 위반행위들은 (셔
먼법 [1조], [2조]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101조]와 [102]조임.
a) EU조약 [81조]~[89조]는 EU기능조약 [101조]~[109조]로 변경되었음.
b) 제재금(fine)은 이사회규칙 1/2003호 [23조]에 의거하여 산정함.
c) EU법원의 판결문에서 특정 조항들에는 직접효력이 존재한다고 판시함.
d) 이전에는 EU조약 [81조]와 [82조]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하였으나, 1989
년 합병규칙 제정 후(2004년 개정) 합병규칙 [139/2004호]에 의하여 따
로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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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재금의 산정절차 및 집행현황
미국과는 달리 EU경쟁법에는 형사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
다. 이사회규칙 제1/2003호 [23조 ⑤]에서는 제재금이 형사벌칙
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EU경쟁법
차원에서 형사벌칙은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홍대식, 2006b, pp.

219-220).318) 일례로 Microsoft v. European Commission(2004)
사건에서,

EU집행위원회가 [102조](당시 [82조])에 의거하여

Microsoft에게 일차적으로 4억 7,400만 유로, 그 후 이행거부에
대하여 약 9억 유로를 추가로 부가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
사제재금이었다. 공식적으로 EU경쟁법에는 ‘2006년 제재금기준
표(2006 Penalty Guidelines)’에 근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금기준표에 의하면, [101조]와 [102조]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가격고정에는 15~25%
를 가중할 수 있어 제재금이 최대 55%까지 부과가능하다

(Bolotova and Connor, 2008, p. 6). EU집행위원회 및 국가별
집행기관은 이 범위에서 ‘위반행위중대성’과 ‘위반기간’을 고려하
여 제재금을 결정할 수 있다. Veljanovski(2007)와 Bolotova et

al.(2008)에 의하면, 우선 위반행위중대성을 ‘경미한’(1만 유로까
지), ‘심각한’(20만 유로까지), 마지막으로 ‘매우 심각한’(20만 유
로 이상) 위반행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기본제재금을 결정한
318) 대표적으로 Wils(2005, pp. 117-118)는 EU법에는 ‘범죄적(criminal)’에 대
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법학자들도 “유럽
공동체는 자신이 직접 형법규범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통설”(전
지연, 2001, p. 309) 또는 “EU의 입법권한은 형사법영역에서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김정환, 2010, p. 485) 등의 의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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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 위반기간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재금을 조정한
다.319) 최종제재금은 다시 여러 가중 또는 감경요소들을 검토하
여 결정되지만,320) 제재금기준표는 최대상한액을 위반행위자

‘총매출액’의 10%로 정했다.
EU경쟁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자국 경쟁법을 별
도로 만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EU경쟁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 (Niels and ten Kate, 2004, p. 2). 회원국들은 ‘자국 내 거
래에만 영향이 국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쟁법을 독
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EU법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원칙적으로 EU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신현윤, 2010, p. 449).

<그림 V-3>은 EU경쟁법을 적용한 제재금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EU경쟁법상 형사벌칙조항의 부재로 형사벌칙의 추이를
살펴볼 수는 없었으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가 최근 급
증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 이는 EU의 가격고
정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한 결과인 듯하다.
하지만 EU 내에서 형사벌칙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EU는 이사회규칙 제1/2003호 [5조]에 근거하여

EU경쟁법 [101조]와 [102조] 위반에 대하여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Wils, 2005, pp. 124-126). 가
령 김일중전수민
․
(2011, p. 185)의 조사에 의하면, 아일랜드, 에
319) 한국법제도 위반기간을 상･중･하의 세 단계로 분류하여 위반행위정도를
책정한다.
320) 다섯 가지 가중요소 및 여섯 가지 감경요소들은 신현윤(2010, pp.
445-44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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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니아 등 여러 회원국에서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프
랑스,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에서는 거의 대부분 행정제재만을
부과하지만 법제상으로는 형사벌칙이 명시되어 있다.321) 특히
독일의 독점규제법률로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쟁제한금지법(GWB)’과 입찰담합에 대해서만 형벌로써 규제
하는 ‘형법규정(STGB)’이 있다.
<그림 V-3> EU경쟁법상 제재금의 추세

출처: Veljanovski(2007, p. 66)를 참조. 추세는 점선으로 표현됨.

321) 기타 OECD 국가 전반에 관한 간략한 서베이는 최승재(2011, p. 157)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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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사벌칙부과에 관한 법경제학적 관점: 개요
이상의 추세를 볼 때 미국과 유럽에서의 공정거래법상 형사
벌칙은 과거에 비하여 강화되어 왔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부과된 절대적인 벌금액수 및 징역형
의 총량뿐만 아니라, 사건 당 부과비율(관련매출액 기준으로 과
거에는 2%였으나, 현재는 20%)도 증가하여 규제위반자의 처벌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1978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leniency policy)’가 생긴 이후 적발확률이 높아져 규제위반자의
기대처벌수준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저명한 경제
학자들은(예: Block and Sidak, 1980; Schwartz, 1980; Landes,

1983; Polinsky and Shavell, 1993 등) 공정거래법에 전술한 ‘최
적법집행이론’을 적용하여 형사벌칙의 최적수준을 논해왔다. 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처벌규정수준에서 ‘과
잉억지(overdeterrenc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
구들도 있었다(예: Snyder, 1990; Kobayashi, 2001; Blair and

Durrance, 2008; 등).
먼저 ‘효율성’의 측면에서, 규제에 의해 특정 행위가 과잉억지
된다면, 가령 위험기피자들은 처벌이 우려되어 차선의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적나라한 규제위반행위(naked restraints of trade)’에는 과
잉억지라는 단어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자체로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어서 무조건 형벌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아
는 예로서, 가격고정(price fixing)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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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Landes(1983)와 Polinsky and Shavell(1993)은 공정거
래법상 규제위반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까지
만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 및 정부 모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죄책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벌의 정당성에 대
해 논한 이론들을 잠시 검토해보자. 거듭, 제III장에서 설명한대
로, 해당 행위가 야기한 총피해, 고의성, 자산불충분성 등이 죄
책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즉, 죄책성의 요소가 적거나 혹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써 규제하고 있다면 <그림 III-2>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경계선으로부터 벗어나 ‘과잉범죄화’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lair and Durrance(2008, pp.

655-657)에 따르면, ‘수평적 위반행위’는 개인후생과 동시에 사
회후생도 낮춰 형벌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앞서

‘확장피해’가 큰 행위는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독점행위’, ‘끼워팔기’,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들이 경우에 따라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다시 말해,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클 수가 있으므로 형
벌규정에 의거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과잉억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끼워팔기 등의 행위도 수평
적 위반행위의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후생을 낮추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법제를 다룬 Wils(2005, pp. 152-153)도 담합행위에 대해
서만큼은 강력한 형벌(징역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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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과된 제재금을 모두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제재금만으로는 큰
억지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과 같은 수평적 위반행위는 ‘명백한(clear-cut)’ 위반행
위이고, 발생피해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술한 ‘총피해’
와 ‘고의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에 형벌을 부
과해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다.
반대로 수직적 위반행위(예: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혹은 앞의 세 공동행위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수평적 위반행위
에 대하여 담합행위와는 달리 명백한 강제이전의 성격도 아니
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재금만으로
도 충분히 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Wils, 2005, p. 153;

p. 160). 또한 상대적으로 억지가 수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이상의 위반행위들의 적발확률이 꽤 높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강제이전의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확장피
해’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발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산불충
분성’의 문제가 작은 위반행위는 형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필자의 논리와 동일하다.

Kobayashi(2001, p. 734)는 수많은 반경쟁적인 행위들이 형사
벌칙을 부과 받을 정도로 사악한지의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
명했다. 즉, 형사처벌을 부과해야 하는 행위의 경계가 매우 모
호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다.322) 일례로 미국의 셔먼법

[1조] 및 [2조]는 “무역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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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시하고 있어 어디까지 범죄로 정의해야하는지가 불분명하
다고 밝힌 바 있다.323) 규제위반의 형벌에 관한 대표적 학자인

Coffee(1991, p. 237)도 법제상 경계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면서
가격고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가격고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형벌로써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규제위반행위
로 인한 ‘확장피해’의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대상의

법제상

획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Kobayashi의 주요 주장과는 달리 형사처벌 자체의 정당성 여부
에 관하여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학자도 있다. 대
표적으로, Kadish(1963, p. 436)는 먼저 ‘고의성’을 필요조건으로
서 강조하였다. 특히 만약 해당 행위가 당사자에게 ‘피해’를 야
기하면서 동시에 경제사회를 ‘위협(threat)’하는 또 다른 피해로
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경우 형사처벌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324)
이는 필자가 앞서 강조한 ‘확장피해’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Kadish(1963, p. 429)도 Kobayashi 및 Coffee와 마찬가지
322) 앞서 계속해서 지적했듯이, 현재까지도 범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
다. 따라서 필자는 범죄를 정의하고 <그림 III-2>를 통해 그 경계선을 구
분하고자 한 것이다. 제VI장에서도 <그림 III-2>의 맥락에서 공정거래법
제를 좀 더 평가해볼 것이다.
323) Kobayashi(2001, p. 734)는 범죄경계의 모호함은 형벌규정을 가격고정에
만 국한시킴으로써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심
지어 가격고정행위도 ‘고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당연위법으로 취급해
야한다고 강조했다.
324) 저명한 사회학자인 Ball and Friedman(1964)은 Kadish(1963)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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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제경계선의 불분명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가격고정, 심
각한 반경쟁적 독점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재범인 경우들은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행위들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
장했다. 이상의 법경제학적 이론을 후술될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적용하여 제VI장에서 조항별 형사벌칙의 정당성을 파악해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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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법의 운영현황 및 집행현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운영현황
본 소절의 주요 관심사인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을 검토하기
에 앞서, 공정거래법의 전반을 개관해보자. 한국의 공정거래 관
련 법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처음
으로 도입하였다.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은 거의 20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위반자에게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 9가지 종류의325)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형
사고발과 과징금이 주요 제재수단이므로 본문에서는 이 두 가
지 조치유형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한다. 이렇듯 조치유형까지
반영한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위반행위유형, 형사벌칙 및 과징
금조항을 <표 V-4>에 정리하였다.
공정위의 통계연보에서는 위반행위들을 (<표 V-4>의 일련
번호 7과 8을 제외한) 총 6가지로 분류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제

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행위부터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까지 총 8가지(‘기업결합제한’과 ‘경제력집중억제’는 제

3장에서 함께 규정)로 구분한다.326) 이 8가지 유형 모두에 형사
325) 2012년통계연보에서는 조치유형을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요청,
시정권고, 과태료, 경고, 자진시정, 조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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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업결합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
위반유형 7개에 대해서는 과징금조항에 근거하여 과징금 또한
부과할 수 있다.327)
공정위의 ‘사건절차규칙’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건 적발･신고
→ 조사･심사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심의･의결 →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불복 → 재결 및 소송)’의 절차로써
법을 집행한다. 만약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고 결정하면, 공정거래법([55조의3 ①]), 시행령,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산정절차를 따라 과징금이 결정된
다.328) 반면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고발을 부과한다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
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을329) 따라 고발의 대상
및 기준을 고려하여 고발을 결정한다.

326) ‘기업결합제한’에는 과징금을 따로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력집중억
제’ 위반행위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본절은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규제
위반행위유형을 형사벌칙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327) 원래 과징금조항 [17조의2 ⑤]에 근거해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 위반
행위[17조의2 ①]’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2009년 3월 개정
시 위의 과징금조항은 삭제되었다.
328) 더욱 자세한 과징금의 산정절차는 김일중 외(2010)를 참조할 수 있다.
329) 1997년 6월에 제정된 후 9차례의 개정을 거친 고발지침은 공정거래법[71
조], (약칭) 표시․광고법[16조 ③], (약칭) 가맹사업법[44조]에 의한 고발사
건의 유형기준을 제시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유형(‘별표
1’부터 ‘별표5’까지)마다 각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의 등급점수’
를 곱하여 참작사항별 점수들의 총계로 산출한다. 이때 고발지침 기준의
법위반점수가 행위별 기준점수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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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유형, 형사벌칙조항 내용 및
과징금조항 산정근거
일련
번호

규제위반
행위유형a)

형사
벌칙
조항b)

형사벌칙
내용c)

시장지배적
[I≤3년
1 지위 남용행위 [66조 ①]
or
F
≤2억]
([3조의2])
기업결합의
[I≤3년
2
제한d)
[66조 ①]
or
F
≤2억]
([7조 ①])
[I≤3년
경제력집중억
3
[66조 ①]
or
제규제e)
F≤2억]
4

5

6

7

8

부당한
공동행위의 [66조 ①]
금지([19조 ①])
사업자단체의
f)
금지행위
[66조 ①]
([26조 ①])
불공정거래행
위의 금지
[67조]
([23조 ①])
재판매가격유
지행위의 제한 [67조]
([29조 ①])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67조]
제한([32조 ①])

[I≤3년
or
F≤2억]

과징금
조항
[6조]

과징금 산정근거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

-

[17조]

취득액･채무보증액･[17조 ④]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22조]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 <사업자 단체> 5억
[28조] ▪ <사업자>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매출액이
(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 규정에 위반
[I≤2년
or
[24조의2] 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F≤1.5억]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I≤2년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or
[31조의2]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억)
F≤1.5억]
[I≤3년
or
F≤2억]

▪ <사업자 단체> 5억
[I≤2년
or
[34조의2] ▪ <사업자> 매출액에 100분의 2를
F≤1.5억]
곱한 금액매출액이
(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주) ‧ 이 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11 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8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했을 시 [67조] 6호에 근거하
여 형사벌칙을 부과함.
a) 8가지 위반행위 모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b) [66조 ②]에 근거하여 [66조 ①]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
음.
c) 가령 3년 이하의 징역(I)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F)을 의미함.
d) 기업결합의 제한에는 과징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으나, [7조 ①]을 위반
하여 정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일당 1만분
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8조의2 ②~⑤]), 상호출자의 금지 등([9
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10조의2 ①]),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8조의3]), 출자총액제한위반([10조
①]),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11조]) 등이 포함되어 있
음. 과징금은 앞의 세 가지 위반행위에 부과할 수 있음.
f) [26조 ①]의 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66조 ①]에 근거하여 벌칙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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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2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7조]에 근거하여 벌칙을 부
과함.

한편 다른 제재수단과는 달리 고발 시에는 고발남용과 수사
기관의 과도개입을 방지하고 형벌필요성 여부를 전문기관이 판
단하도록 하겠다는 입법취지(권오승 외, 2010, p. 369)로서 공정
위에게 ‘전속고발권([71조 ①])’을330)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먼저, 많은 숫자의 법학자(박미숙, 2002, p. 4; 정완, 2008, p.

296; 김홍석･한경수, 2010, p. 462)들은 고발에 대한 ‘재량권’을
공정위가 독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다･과소 권한남용을
비판한다. 또한 권오승 외(2010, p. 369)는 고발을 ‘지나치게 제
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또는 절차상 진술권을 침해하거나, 평등 또는 권력분립의 원칙
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속고발권에 대
한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반면 정완(2008, pp. 297-298) 및
최승재(2011, pp. 171-172)에 요약된 전속고발권 옹호론자들의
주된 주장은 일차적으로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권고･유도해야
하며 그것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
여 비로소 형벌을 부과해야 하므로 전문성을 가진 규제기관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과소고발을 이유
로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속고발권을 인
330) [71조 ①]은 “[66조] 및 [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정위에게 ‘전속고발권’을 부
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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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331)

나. 집행현황
두 가지 주요 제재수단인 과징금과 형사벌칙을 이용한 공정
위의 집행현황은 2000년대에 들어서자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먼저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자. 김일중 외(2010)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정거래 관련 전체 위반행위에332) 대한 과징금의 부과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76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
였다. <표 V-5>는 2012년 통계연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333) 원래 통계연보상 규
제위반행위유형은 총 6가지이나, 기업결합제한에 대해서는 별도
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 V-5>에서는 제외
하였다. 전술한 대로 2003년과 2004년에는 두 자릿수에 불과하
였던 과징금건수가 2005년에는 264건으로 월등히 많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건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유독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강

331) 대법원에서도 2010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그 이후 다시 과소고발을 사유로
2011년 4월 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
나, 현재까지 통과된 바가 없다.
332)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관련법’, 및 ‘하도급 및 가맹사업법’에
대해 집행한다.
333) 후술될 형사벌칙부과의 추세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개년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과징금부과의 추세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과
징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은 2005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2003년부터의 데이터를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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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34)

<표 V-5>를 통해 세부위반행위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10
년 동안 5가지 세부행위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859건으로 과징
금을 가장 많이 부과했으며,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
위’ 순으로 각각 241건, 11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높
은 수치의 부과건수가 곧 강력한 규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
냐하면 과징금 부과액수는 ‘부당공동행위’가 약 2조 6,204억 원
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즉, 10년간 부당공동행위 1건당 과
징금액수는 109억 원으로, 불공정거래행위 1건당 과징금액수인

4억 원 보다 약 27배 이상 많았다. 또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
용금지’에 대한 부과건수는 34건에 불과했지만, 1건당 부과액수
는 무려 113억 원이었다.

334)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김일중 외(2010)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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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유형별 과징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2003~2012년)
단위: 건수, 백만 원
연도 및 구분
위반행위유형a)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6조])
경제력집중
억제규제b)
[17조]
부당 공동
행위의 금지
([22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8조])
불공정
거래행위c)
[24조의2]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부과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건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0

0

0

0

0

0

1

4

1,612

1

739

4

3,671

2

32,490 25 24,176
552

0

0

1 26,616

2

288,225

4

11,104

0

0

1

424

34

383,035

0

2

303

1

290

4

5,600

1

3

19

12,770

0

9 109,838 12 29,184 21 249,329 27 110,544 24 307,042 43 205,743 21
10

1,028

14

330

10

947

5

806

7

273

16

709

9

8

37,141

62 5,586 229 4,979 111 11,548 260 89,221 40 21,557 27

52,903

26 585,822 34 571,006 24 398,944 241 2,620,355

492

7

177

27

242

6

836

111

5,840

24,247

18

9,721

77 20,291 27 95,665 859 319,956

31 149,619 89 35,839 264 258,926 146 155,940 316 420,712 100 254,625 61 366,170 56 607,114 142 597,139 59 495,872 1,264 3,341,956

주) ‧ 이 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 ‘기업결합의 제한에
’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17조의3]에 근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매1일당 200만 원 이
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a) 5개 위반행위유형은 통계연보 기준을 따름.
b) 통계연보는 ‘경제력집중억제규제를
’ 다음과 같이 분류: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8조의2 ②~⑤]), 상호출자의 금지 등([9조]), 계
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10조의2 ①]),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8조의3]),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11조]), 공시규정([11조의2]부터 [11조의4]), 기타 등. 과징금은 앞의 세 가지 위반행위에만 부과할 수 있음.
c) 통계연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 다음과 같이 분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3조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29조 ①]),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32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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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4>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2003~2012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를 참조함.

증가추세를 시각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건수

(좌)와 부과액수(우)를 다음의 <그림 V-4>와 같이 그려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과건수(좌)가 2007년까지 316건으로 계
속해서 증가해오다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후술되겠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고발건수도

2007년에 12건으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건, 6건, 4건으로 감소하여, 최근 공정위의 집행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낮아진 부과건수에 반해 부과액
수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볼 때 건당 과징금을 더욱 높은 수준으
로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본 연구의 주요핵심인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 부과의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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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90년까지 10년간 23건에 불과했던 고발건수가 1991년부터
는 매년 평균 10건 정도씩 발생하였다.33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V-4>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거래법상 실체적 위반행위 대부분
은 형사벌칙의 대상이다.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2012, p.

32)의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1981년부터 2012년까
지 처리한 전체 사건 65,481건 중 단 0.9%인 573건만이 고발되
었다. 그중 공정거래법은 전체 사건 12,587건 중 1.5%인 192건
이 고발되어 낮은 고발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표 V-6>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법상 형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별 심결수, 고발수, 및 고발비중을 정
리하였다. 2000년 이후로 형사벌칙 부과의 50% 이상은 부당공
동행위에 집중되어 있는데, 부당공동행위의 고발사건은 법제정
이후 약 20년간 한 해 평균 0.5건도 되지 않다가 2003년에 갑자
기 5건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에 2003년부터의 고발추이를 확인하
였다. 세부수치를 살펴보면, 10년 동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
위 2건, 경제력집중억제규제 2건, 부당공동행위 43건, 사업자단
체금지행위 15건, 불공정거래행위 7건으로서 총 69건이다. 이는
동 기간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한 심결수의 2.4%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10년간 부과된 고발 중에서도 약 62%는 부당공
335) 1980년 제정 당시, [55조](현 [66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56조](현 [67])는 별도의 징역형 없이 5,000만 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벌칙의 상한선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1990년부터 현재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고발부과 추이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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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실제로 각 위반행위의 전체 심결수
에 대한 고발비중도 부당공동행위가 약 1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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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유형별 심결수, 고발수, 및 고발비중 (2003~2012년)
단위: 건수, %
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연도 및 2003
구분 심결 고발 심결 고발 심결 고발 심결 고발 심결 고발 심결 고발 심결 고발 심결 고발 심결 고발 심결 고발 심결 고발 고발
수d) 수 수d) 수 수d) 수 수d) 수 수d) 수 수d) 수 수d) 수 수d) 수 수d) 수 수d) 수 수d) 수 비중e)

위반행위유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3조의2])
b)
경제력집중억제규제
부당 공동행위의 금지
([19조 ①])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6조 ①])
c)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의 제한
([7조 ①])
합계

1

0

0

0

0

0

2

0

37

0

3

0

2

0

5

2

0

0

1

0

51

2

3.9

17

0

9

0

8

0

3

0

0

0

0

0

4

1

3

1

4

0

1

0

49

2

4.1

16

5

24

3

32

4

34

3

29

7

50

5

40

5

35

1

45

8

30

2

335

43

12.8

38

1

35

0

33

0

23

0

28

0

43

0

56

0

33

0

51

13

18

1

358

15

4.2

54

0

161

0

341

0

243

0

595

5

312

0 114

0

53

0

138

1

77

1

2088

7

0.3

7

0

6

0

1

0

7

0

3

0

4

0

0

2

0

1

0

3

0

37

0

0.0

133

6

235

3

415

4

312

3

692

12

412

6

131

4

239

22

130

4

2918 69

2.4

3

5 219

주) ‧ 이 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a) 6개 위반행위유형은 통계연보 기준을 따름. 전술한 대로 공정거래법상 실체적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벌칙을 규정한
[66조]와[67조]는 총 8개의 위반행위가 존재함.
b) 통계연보는 ‘경제력집중억제규제를
’ 다음과 같이 분류: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8조의2 ②~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
회사 설립제한([8조의3]), 상호출자의 금지 등([9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10조의2 ①]),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11조]), 공시규정([11조의2]부터 [11조의4]), 기타 등.
c) 통계연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 다음과 같이 분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3조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29조 ①]), 부
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32조 ①]).
d) 심결수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대상으로 함. 과태료는 형사벌칙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e) 고발비중은 고발수를 심결수로 나눈 값의 퍼센트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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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5> 한국 공정거래법상 형사고발의 추세 (2003~2012년)

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를 참조함.

<그림 V-5>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6가지 세부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추세를 나타낸다. 동기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전체고발건수와 부당공동행위의 고발건수가 거의 겹치는 양상
을 보여준다. 여기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경
제력집중억제,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곡선들의 단절된 부
분은 고발이 0건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결합제한은 10년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로축에 완전히 포개진 모습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볼 때, 부당공동행위의 추세가 전체고발건수의 추
세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한편
앞서 <그림 V-4>의 과징금 부과현황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고발건수가 2007년의 12건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부당공동행위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평균 5건 정도 유지되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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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건수가 2010년에는 단 1건, 2012년에는 2건만이 부과되었
다.336) 이상의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주어진 광범위한 형사벌
칙제도 하에서)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일
단 충분하다.337)
이제까지 과징금 및 형사고발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상의 집
행현황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천현․이승현(2006, pp. 1-2)
및 권오승 외(2010, p. 371) 등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들은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써 처리될
뿐 형벌규정들의 실효성은 낮다고 주장되고 있다. 통계연보의
낮은 고발비중을 볼 때 이 주장은 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령 기업결합제한 관련 위반행위에는 8년 동안 단 한 건의 형
사고발도 부과되지 않아 형벌규정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나아가 최승재(2011)는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의성이 낮아 가벌성이 높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이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
336) 2011년에는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고발건수가 각각
8건, 13건으로 갑자기 증가한 모습을 보여 마치 공정위에서 형사집행을
강화하기 시작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2년 다시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 10년으로 원상복귀한 것으로 추측된다.
337) 물론 이러한 소극적 집행 그 자체가 곧바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한 집행을 하고 있다면 법제가 과잉형벌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과소집행되고 있다면 공정위는 비판받아야 한다. 어
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더욱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이하에서는 선행연구 및 필자의 범죄화 이론으로써 개략적으로만 검
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어디에 해당하든 향후 변화는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형사처벌 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든지, 아니면
고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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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미국 및 유럽연합과는 달리 여러 위반행위에 형벌규정
을 하고 있는 만큼, 조항별 형사벌칙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작업
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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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법경제학적 평가

가.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칙의 분포
지금까지 외국 법제를 비롯하여 한국법제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본 것은 궁극적으로 국내의 공정거래법제에 전술한 ‘범죄 및
형벌 이론’을 적용시켜 현재의 형벌규정을 평가하기 위함이었
다.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원칙적으로 ‘고의성’을 지닌 특정 행
위가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총피해(직접 + 확장피해)’를 야기하
여 ‘죄책성’을 성립시키면 형벌부과의 대상이 된다. ‘고의성’과

‘직접(기대)피해’의 두 가지 요소들을 각 축에 표시하여 다양한
행위에 대한 형벌부과 기준을 <그림 III-2>에서 나타낸 바 있다.

(<표 V-4>를 포함하여) 총 아홉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모든 위반행위들의 전체집합을 <그림 V-6>으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범죄경계선의 내외 여부를 제외하
고 각 위반행위들의 정확한 위치는 매우 대략적으로만 표현한
것이다.338)

<표 V-4>에 의하면, 대부분의 실체적 위반행위에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339) 범죄경계선 밖에 있는 조항들만이 형벌의
338) 주지하듯, <그림 V-6>의 중심에 위치한 타원은 <그림 III-2>에서 행정규
제들을 포함했던 j 그룹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에는 실제 피해발생 여부
와는 관계없이 제재가 이루어지는 ‘행위기준(act-based)’인 것들과 ‘피해
발생기준(harm-based)’을 비중 있게 감안하는 규제들 모두 포함된다.
339) 전술한 대로 미국에서도 셔먼법 [1조]와 [2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
다.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형사처벌이 가장 보편화된 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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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과
관련된 일부 세부규제를 제외하고 모두 범죄경계선 내 형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범죄경계선이 ‘제대로 획정
되었는가’의 여부에 있을 것이다. 만약 현재의 법제를 옹호한다
면, <그림 V-6>에서의 범죄경계선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최적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
는다면,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기 위해 형벌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340) Garoupa et al.(2011, pp. 257-258)
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상이한 유형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의 정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형사벌칙의 집행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41)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공정거
래법을 바라본다면, [66조] 혹은 [67조] 안에 묶여 있는 모든 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
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All Section 1 and 2 violations could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but the focus of criminal prosecution
should continue to be limited to ‘naked’ restraints, such as price
fixing, bid rigging, and market division.” (Blair and Durrance, 2008,
p. 645; 강조추가)
340) <그림 V-6>에서의 범죄경계선은 <그림 III-2> 또는 <그림 IV-1>에 표시되
었던 범죄경계선보다 원점에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술되겠지
만, 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일정수준 ‘과잉범죄화’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경계선을 원점에 더 가깝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고, 현재의 법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림 IV-1>에서처럼 과잉범죄화를 의미하는 ‘볼록
한’ 형태의 경계선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341) “The economic argument is that different types of crime and the

behaviours that give rise to them impact deferentially on society; thus
enforcement policy and practice (broadly defined) should vary from
one type of crime or offense to another.” (Garoupa et al., 2011, pp.
257-258).

452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형들의 범죄 정도는 유사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동일한 기준
내에서 형사벌칙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되듯
부당공동행위와 경제력집중억제규제의 죄책성은 해당 규모의
성격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342)
국내에서 고의성 및 사회총피해 등을 고려한 법경제학적 관
점에서 공정거래법제상의 형벌규정을 논의한 경우는 거의 전무
하다. 몇몇의 법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형사고발이 잘 집행
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형벌규정을 삭제해야 한
다는 식의 논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의 정당성 여부와는 사뭇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조항별 형사벌칙의 정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거듭, ‘사회총피해’가 높지 않거나 (설사 다소 높더라도) ‘고
의성’이 없는 규제위반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비범죄군에 포함되
어야 한다. 반대로 <그림 V-6>에서 전술한 j 그룹에 해당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들 중, 총피해의 규모가 대체로 크고 고의
성이 명백하거나, 혹은 (설사)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의 총피
해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고유의 특성상 낮은 적발확률로 ‘자
산불충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형벌의 대상이 될 수
가 있다. 이제 위반행위별로 형벌의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 간
략히 검토한다. 거듭 각 위반행위에 대한 정치한 경제적 분석

342) 후술될 실증분석에서도 부당공동행위와 경제력집중억제규제는 피해규모
와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 사회에 미치는 정도가 결코
같은 그룹 내에 속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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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보다는 형벌대상으로서의 적절성 여부에 이하 논의의 초
점을 둔다.
<그림 V-6>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칙 여부

주) ‧ 이 그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11 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a)~h)는 공정거래법 [14장] ‘벌칙의
’ 대상인 규제위반행위유형들을 나타냄:
a)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b) 기업결합; c) 경제력집중억제규제; d) 부당
공동행위; e) 불공정거래행위; f) 사업자단체금지행위; g)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h) 부당국제계약체결제한; i) 절차적 위반행위(위반행위조사, 비밀엄
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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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위반유형별 기존문헌 및 법경제학적 평가
1) 부당공동행위
그렇다면 형벌의 대상이 정당화된다고 주장되는 규제위반유
형부터 우선 살펴보자. 앞서 상술한 선행연구들은 ‘담합행위(대
부분 가격고정)’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하
면서 형사처벌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Lande and Davis(2011,

p. 315)는 만약 단 하나의 공정거래법 위반유형을 규제할 수 있
다면 그것은 반드시 담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Blair and Durrance(2008, p. 655)는 수평적 위반행위가 ‘사회후
생’을 낮춘다고 설명하였으며, Wils(2005, p. 152)는 가격고정
및 입찰담합 등의 수평적 위반행위가 발생시키는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서는 강력
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Kaplow(2011,

p. 447)는 형벌 부과 시 ‘피해’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의 제재
수준은 피해수준이 높은 가격고정을 억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정거래법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유럽연
합도 피해를 반영한 형벌을 제대로 부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적발확률 등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양형의 규모가 월등히 커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343)
343) “… sanctions should reflect harm.....Government fines in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do not reflect this prescription very well,
although private damages do. Furthermore, because the detection rate
is low, multipliers need to be large,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optimal magnitude of sanctions may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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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1991, p. 237) 역시 가격고정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형벌로써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법
에 대한 집행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Baker(2004, pp. 42-45)
는 담합과 반경쟁적 합병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시의 편익이 비
용보다 훨씬 큼을 증명하였다.344) 또한 Kadish(1963, p. 436)는
해당 행위가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경제사회를 ‘위협’
할 정도로 피해가 확장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가격고정을 대표적인 예로 내세웠다. 한편 흥미롭게도,
위에 언급된 연구자들 외에도 수많은 선행학자들(예: Snyder,

1990; Waller, 2003 등)이 담합행위를 당연위법으로 취급하면서
‘고의성’ 부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그림 V-6>의 맥락
에서 평가하면 담합은 높은 ‘총피해’와 ‘고의성’의 두 가지 요소
를 모두 충족시킨다.
더 나아가 김일중전수민
․
(2011, p. 203)은 공정위의 심결자료
를 통해 담합참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이미 조사한 바 있다. 결측치를 제외한 약 160건의 사건들
중 절대 다수가 해당 관련시장에서 70%~100%에 집중되어 있었
으며, 100%에 가까운 사건들도 무려 90건에 이르렀다. 이를 통

level presently employed.” (Kaplow, 2011, p. 447).
344) Baker(2003, pp. 42-45)는 공정거래법 집행비용에는 연방집행(federal
enforcement), 정부조사(government investigation), 공적･사적소송
(government lawsuits and private litigation)비용 등을 포함하였으며, 편
익에는 과거의 초과가격을 구제해준 것(remedying past overcharges)과
미래손실을 예방(preventing futures losses)한 값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담합, 독점, 및 반경쟁적 합병에 대한 제재비용은 편익보다 작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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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비자잉여에서 이전시키는 인위적 독점이윤은 물론 사중손
실도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만큼 사회후
생의 손실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고발지침의 세부평가
기준 요소 중 하나인 ‘지역적 범위’를 파악해 본 결과, 피해지역
이 3개 이상일 때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345) 또한 언급하였
듯이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럽연합 내에서도 담합만큼
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346)
무엇보다도, 필자는 담합행위가 갖는 ‘인위적인 부의 이전’ 속
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담합행위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나

의 후생을 탈취해갔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
는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에서 아예 배제되어버린 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 요컨대 마치 절도와 같이 ‘확장피해’가 매우 큰 규제
위반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담합은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부당공동행위([19조 ①])’는 범죄
경계선 내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345) 고발지침은 공정거래법, (약칭) 표시․광고법, (약칭) 가맹사업법에 대한
고발의 기준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부당공동행위(‘별표 3’)의 경우, 크
게 ‘위반행위내용’과 ‘위반행위정도’로 구분되어 산정된다. ‘위반행위정도’
는 다시 시장점유율, 경쟁제한성, 지역적 범위, 이행정도, 적극관여여부,
위반기간의 6개로 세분화되어 검토된다. 그중 지역적 범위는 피해범위가
1개, 2개, 그리고 3개 이상 지역으로 구분되어 평가된다.
346) 앞서 유럽연합법제에서도 설명했지만, EU경쟁법에는 형사벌칙이 규정되
어있지 않다. 다만 EU의 특정 회원국들(예: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독일
등)이 자국 내에서 별도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입찰담합
에 한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담합에 대해 강
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Ⅴ장 공정거래법 관련 형사처벌

457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한편 ‘사업자단체금지행위([26조 ①])’는 사업자단체가 ‘직접
가격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크게 보아 부당공동행위의 범주
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47)

전술한 Blair and

Durrance(2008) 및 Wils(2005)도 단순히 담합행위만이 형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수평적 위반행위’에 속하는 규
제위반행위들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는 동시에 고의성
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였다.348) 같은
맥락에서 국내문헌들에서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형벌로써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재형, 1999, p. 16; 이
천현, 2003, p. 91). 따라서 앞서 살펴본 부당공동행위와 마찬가
지로 <그림 V-6>의 맥락에서 보면, ‘총피해’와 ‘고의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형벌부과가 정당화된다고 판단되므로 범죄경계
선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이 부당공
동행위 범주 안에 속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 받아야 한다고 볼

347) 박수영(2004, p. 387)은 외국의 경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부당공동
행위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별
개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독일, 일본을 예
로서 설명하였다.
348) 가령 Blair and Durrance(2008, pp. 656-657)는 BMI 사건(441 U.S. 1,
1979)이나 NCAA 사건(468 U.S. 85, 1984) 등에서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효율성 항변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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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후술되듯,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
여 총 4가지 유형(1~4호)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가장 주된
유형인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1호)에 대해서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기타행위(2~4호)에349)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도 세부유형별로 규
정을 달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세부유형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김의영(2002,

pp. 165-167)은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의 개혁에 있어서 담합
과 같이 ‘공공차원에 역기능을 가져다주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
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체로 ‘시장에 의한 규
율’에 맡겨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
되는 1호는 범죄경계선 내에 포함될 여지가 높으나, 나머지 유
형들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는 실증
분석 이후로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형벌의 대상에
대한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혹은 없다고 주장되어 왔던
규제위반유형들에 관하여 검토하자.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주지하듯, 셔먼법 제정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끊임
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먼저 Blair and Durrance(2008,

349) 2~4호에는 ‘사업자제한행위’, ‘사업자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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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655-657)에 의하면, ‘독점행위’는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형사벌칙을 부과하게 되면 과잉억지가 될 수 있
다. 또한 Wils(2005, p. 153)는 독점력에 바탕을 둔 수직적 위반
행위가 담합행위와는 달리 명백한 강제이전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즉, 독점행위로 인한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더 큰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Waller(2003)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잉여가 더 커질 수 있
는 가능성들을 제기하면서 매 사건에서는 시장지배력과 사실에
입각한 비교형량을 정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림 V-6>에서 ‘피해규모’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aker(2003, p. 35)는 과거 사회적으로 해
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독점행위가 현대에 와서도 적용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선례로써 현대의 독점행위에 관한 형량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Buchanan(1973)과Backhaus(1979)는
독점시장의 산출물이 경쟁시장보다 우월할 수 있는 상황을 강
조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셔먼법 [2조]에 대하여 [1조]와
동일한 정도의 형벌부과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5년 이후로 형사기소된 사건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Waller, 2003, p. 216).350) 이는 결국 독점으로 인한 사중손실

350) 국내에서도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3조의2])’
의 전체 심결수는 87건으로 매우 적었고, 그중에서 고발건수는 5건에 불
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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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대로 독점에 의한 효율성을 비교형량했을 때 전자가 월등
히 크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었던 결과라고 추측된다.
특정 기업이 독점으로 남게 된 것은 경쟁의 결과일 수 있으
므로 그 자체가 타인을 위해하려는 ‘고의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주지하듯, 경쟁법의 목적이 경쟁자의 보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이 독점가격을 책정하는 것 역시 일정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
업이 약탈적 가격책정이나 신규진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각
종 심각한 반경쟁적 행위를 한다면 명백히 (잠재적) 경쟁자를
위해하려는 고의성을 띠게 될 것이다. 이는 가령 Kadish(1963,

p. 429)가 지적한 바와 같다.
요컨대, 독점적 가격책정이 높은 수준의 사중비용을 유발시키
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써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지위의 남용 정도가 심각할 때 비로소 형벌의 대상
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3조
의2])’는 원칙적으로 <그림 V-6>의 범죄경계선 내부에 위치하되

‘남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가령 전술한 Blair
and Durrance(2008, pp. 658-659)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자
의 수직적 위반행위는 대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형벌의 사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Waller(2003, p. 231)도 특정 행위에 대한 해당 기업의 기대를
면밀히 따져 보아 형벌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종
합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3조의2])’에 대해서는 합리원
칙을 기본으로 하되, 형벌대상이 되는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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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법제화 및 그 신중한 운용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 포함)
이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토해보자. 전술한 대로 미국
은 ‘불공정한 거래수단’에 대하여 FTC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
는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에 의거하여 중지명령 및 3배 손해배
상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미국의 공정거래법에 관해 정리한 <표 V-1>을
보면, 불공정한 거래수단을 비롯하여 가격차별과 끼워팔기에 대
해서도 클레이튼법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및 3배 손해배상을 적
용할 수 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부과를 주장
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위법성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
다.351) Blair and Durrance(2008, p. 657)는 끼워팔기 및 재판매
가격유지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촉진시
키므로, 무조건적으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Wils(2005, p. 153)는 그들의 불법성에 심각한 이의를 표시하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좀 더 강
하게 주장하였다. Easterbrook(1982, p. 708)은 “시장지배력이 없

351)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령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Dr.
Miles 사건(220 U.S. 373, 1911) 이후 Leegin 사건(127 S. Ct. 2007)까지
약 100년 동안 당연위법으로 처리되어 왔다. 물론 당연위법이 형벌부과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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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혹은 그 어떠한 수직적 위반
행위가 해롭지 않으며, 심지어 시장지배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해
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분야를 심각하게 연구해 온 학자들
의 판단이다”고 하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비롯한 수직적 위
반행위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352) 이들 주장들
대로라면 불공정거래행위는 (확장피해까지 감안할 때) ‘총피해’
의 요건을 별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더군다나 Wils(2005, p. 153)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적발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른바 ‘자산불충분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현상으로 해석한다면, 전술한 이론에 근거할 때 불공정거
래행위가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욱 정당화되지 못할 것이
다. 종합하면, <표 V-4>, <표 V-5>, 및 <그림 V-6>에서도 설명
한대로통계연보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23조 ①])’에는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
이 속하므로 [23조 ①]을 포함한 [29조 ①], [32조 ①]도 ‘총피해’
와 ‘자산불충분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세 조항은 현재 범죄경계선 내에 위치
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속성상 원점 쪽으로 이동해야 할 듯하
다.353)
352) “No serious scholar believes today that resale price maintenance or

any other vertical restriction is harmful to competition in the absence
of substantial market power, and several believe that these practices
are harmless even with market power.” (Easterbrook, 1982, p. 708).
353) 후술될 실증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규모 및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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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결합
한편 <표 V-1>을 보면, 미국에서는 ‘기업결합제한’에 대해 클
레이튼법 [7조] 및 [8조]에 근거하여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표 V-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9년 합병규칙

[139/2004호]를 제정한 후 기업결합에 대해 행정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기업결합의 제
한에 대한 형벌규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54) 실제로
공정위(www.ftc.go.kr)에서도 공식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기
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 및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결합을 통한 규모
의 경제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앞서 Waller(2003)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시
장지배력과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여부를 신중하
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
래, 기업결합은 타인의 부를 강제적으로 탈취하려는 ‘고의성’과

‘높은 총피해’ 요건에 전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잠정적 판
단이 가능할 듯하다. 설사 시장지배력 획득을 위한 기업결합이
성 정도는 둘 다 낮은 편에 해당하여 범죄경계선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심증은 옳은 듯하다.
354)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2001년 ‘합병(merger)’ 및 ‘합작투자(joint
ventures)’를 한 Microsoft사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만을 부과하였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253, F.3d,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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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사전심사라는 통제절차가 있으므로 굳
이 형벌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 결국 ‘기업결
합제한([7조 ①])’은 전술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림 V-6>에서 범죄경계선 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죄책성’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범죄경계선 밖으로 이동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355)

6) 경제력집중억제규제
마지막으로, 통계연보는 경제력집중억제규제를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8조의2 ②~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
회사 설립제한([8조의3])’, ‘상호출자의 금지([9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10조의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
결권제한([11조])’, ‘각종 공시규정([11조의2]부터 [11조의4])’, 및

‘탈법행위금지([15조])’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공정거래법은 공
시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에 형사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지하듯, 이는 다른 국가의 경쟁법에서는 보기 드문 규제들이
다. 이에 예를 들면 최승재(2011, p. 192)는 규제위반행위의 여
부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아마도, 해당 행위가 정말 그릇된 것인지를

355) 후술되는 실증분석에서 보듯이 기업결합이 범죄경계선 밖에 위치해야 한
다는 심증은 옳은 듯하다. 한편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회, 2012)를 보
면, 지난 약 25년 동안 기업결합제한에 형사고발이 부과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공정위 측에서도 기업결합제한행위의 죄책성
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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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functional notice)를 형벌부과의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Stuntz(2001, pp. 588-591)와 맥을 같
이 하는 주장이 아닌가 싶다. 사실 이른바 ‘위법성의 인식’이 범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륙법계는 물론 영미법계에
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위법성이 없는 범죄 구
성요건의 충족으로써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356)
그러나 공정위는 경제력집중억제규제에 대하여 자산규모가 5
조 원 이상인 대규모 집단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림

V-6>의 맥락에서 피해 또는 기대피해가 클 가능성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무리한 채무보증은 보증기
업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계열기업들의 연
쇄부실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력집중억제규제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규모와 그 분포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형벌의 대상을 획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부류의 규제위반행위들 일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법과 같은 다른 일반법 및 다른 비형사적 제재수단을 통해
서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여전
히 유효하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규제에 있어서 일부 행위유형들은 이미
다른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
목하고 싶다. 가령 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채무보증은 누가 보아
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즉, 굳이 공정거
356)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세심히 자문해준 한 법률가에게
감사드린다.

466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래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력집중억제규제의 영역에서 가벌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놓여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
들 전부를 적어도 공정거래법에서는 범죄경계선 밖으로 이동시
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제II장에서도 상술한 것처
럼, 이러한 현상은 ‘형사특별법 제정의 남발’이라는 쟁점과도 매
우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제상 경제력집중억제행위는 [66조 ①]에 의거
하여 형사벌칙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형
법 및 다른 비형사적 제재수단을 통해서도 불법성에 대한 제재
가 가능할 것이라는 필자의 기본시각을 유지하되, <그림 V-6>
의 범죄경계선을 중심으로 이들 위반행위들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고자 한다.357) 다만 해당 행위의
357) 한편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
정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2013년 5월 기준 공정거래법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정은 경
제력집중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제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논란의 여지가 생긴 것
이다. 이에 2013년 5월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과 관련해 전문
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법 제5장에서 일감 몰아주
기 규제를 강화할지, 아니면 관련 규정을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으로 편입하여 경제력집중억제행위 내에서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할지 등을 논의하였다 (서울=뉴스1, “일감 몰아주기,
‘경제력 집중 억제’ vs ‘불공정 거래’(종합)”, 2013. 5. 24). 이에 몇몇의
전문가들은 “내부거래는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법에서 규율할 사항이며,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의 소관 밖”이라고 지
적하거나 혹은 “3장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하려는 취지는 까다로운

증명 요건을 피해 보다 쉽게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쟁법의 기본 목적에 위배된다. 내부거래를 제3장 경제력 집중의 차원
에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당내부거래를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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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피해규모나 고의성 정도를 단지 짐작해보았을 때 과연 범죄
경계선 안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따라서 후술되는 실증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써 그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7) 절차적 위반
앞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절차적 위반행
위에 대한 형벌규정도 존재한다. [68조]는 기업결합위반행위에
대한 허위적 신고,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한 자([8조], [8조의2 ⑦],

[13조 ①, ②], [14조 ④]), [69조]는 위반행위조사([50조 ①]) 또는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62조])에 대한 벌칙규정이다. [68조] 및

[69조]에 속한 조항들은 ‘절차적 조항’으로서 <표 V-4>에서 보여
준 대로 실체적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으로 편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결국 2013년 7월 대
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
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불공
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하면서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스웨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3. 7. 2). 따라서 그동안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해 규제하지 못했
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
게 되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들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규제가 지나치면 기업들은 해
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뉴데일리경제, “계열사와 거래만 해도 [악덕
기업]으로 몰려...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2013. 8. 6) 식의 주장을 하
고 있다. 한편 필자는 특히 이들 행위들에 대한 형벌부과 차원에서, 이
제까지 강조해온대로 ‘죄책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강화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5장의 위반확률이 높아졌으
므로 이제 형벌부과 역시 더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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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66조] 내지 [67조]와는 차별된다.358)
사실 절차적 위반행위에까지 형사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역사상 훨씬 오래된 미국과 유럽
연합의 공정거래법에도 절차조항에까지 형사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절차조항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내학자들은 절차적 조
항을 형벌로 규정하기보다 과태료 등의 제재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천현･이승현, 2006,

p. 80; 최승재, 2011, p. 192). 과징금이나 비금전적 행정조치도
원칙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판단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법제에서는 절차적 위반행위에 관
하여 형사벌칙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V-6>에서는 범죄
경계선 내에 위치해 있게 되지만 ‘총피해’와 ‘고의성’의 요건을
둘 다 충족시키지 못하여 일부 조항들은 범죄경계선 밖에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후술되듯 절차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가령 시정조치
에 대한 비정상적 방식의 불복이나 매우 고의성이 높은 기망행
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절차적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조항들을 <그림 V-6>상에서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에 관한 것은 제VI장에서 다른 위반행
위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더욱 자세히 검토한다.
358) 형사벌칙의 상한선도 다르다. [66조]에 의거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6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68조]는 징역 없이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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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상 피해규모 대리변수로서의 관련매출액

가.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
주지하듯 모든 제재수단의 기초는 야기된 ‘피해’에 근거한다.
따라서 다양한 실정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제재에 위반행
위로부터 발생한 피해만큼을 반영하여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하
지만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한국
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자 했다. 대안방식을 검토하기 이전에 사례 분석대상을 좁히고
자 서베이를 선행해본 결과, 한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위
반에 ‘금전적 제재(monetary penalty)’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중
에서도 ‘과징금(surcharge)’이 가장 많이 부과되고 있었다. 김일
중 외(2010, p. 149)에 의하면, 수많은 과징금 부과가능 실정법
들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부과가 2005년 중반부터

2007년 말까지 약 2년 반 동안 건당 평균 약 48억 원으로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고
유의 특성상 9가지 위반조치 중에서 고발은 전체의 약 0.9%로
거의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시정조치 등의 위반조치는 정량화
가 불가능했다.359)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통해 피해규
359) 한국 공정거래법상 위반조치 유형은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요
청’, ‘시정권고’, ‘과태료’, ‘경고’, ‘자진시정’, ‘조정’으로 총 9가지이다. 과태
료도 정량화할 수 있는 조치유형 중 하나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
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에서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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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의 관계에 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림 V-4>에서 볼 수 있었듯이, 공정거
래법상 과징금의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
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88년부터 1991년의 부과건수는 2건, 총
부과금액은 2억 3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1992년부터 2004년까
지의 평균 부과건수는 50건, 부과금액은 740억 원까지 증가하였
다. 나아가 1년 만에 부과활동이 급증한 2005년부터 2012년까
지의 평균 부과건수는 143건, 부과금액은 무려 3,946억 원이 되
었다.360) 특히 과징금 부과건수는 2004년 89건에서 2005년 264
건으로, 부과금액은 2004년 358억 원에서 2005년 2,589억 원으
로 1년 만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본 연구에서 과징금제도를
검토하기로 한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361)
그런데 한국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액수는 규제위반행위별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관련매출액(affected commerce)’의 일부

이 1.6%에 불과하여, 과징금에 비해 규모면에서 현저히 낮다 (공정거래
위원회, 2012, p. 32). 또한 목적 자체가 해당 피해에 상응하는 만큼을
제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개 정해진 금액으로써 행위그룹에 가벼운
벌을 주는데 있으므로 본고에서의 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
360) 2012년의 과징금 부과건수는 2011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사
건 당 부과금액은 2005년을 기점으로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361)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약칭)’, ‘가맹사업법(약
칭)’, ‘표시광고법(약칭)’, ‘약관규제법(약칭)’, ‘방문판매법(약칭)’, ‘소비자보
호법(약칭)’, ‘할부거래법(약칭)’을 규제하고 있으나, 1988년부터 2011년까
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비중이 전체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 중에서
평균 90% 이상(부과건수: 평균 92%, 부과금액: 평균 98%)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적 사례로서 공정거래법을 검토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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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으로 산정된다.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위반액 또는 연간예산액 등의 특정금액을 명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공정위는 관련매
출액의 일정 비율을 피해로 추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
석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후술되듯,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며, 학자들 간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다소 이
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이 피해를 반영하는 대리변수
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탐구해보기 위해 먼저 한국의 공정
거래법상 과징금제도를 검토하고, 한국 공정거래법의 토대가 된

OECD 및 미국의 제도와 비교해본다.

나. 한국
1) 과징금의 법적 성격
공정거래법은 전술한 10개 규제위반행위(이 중 2개는 절차적
규제)에 대하여 총 8개의 과징금 조항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위반행위별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액수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362)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362) 예를 들어, 부당공동행위[19조 ①]는 법률 [22조]에 “당해 사업자에 대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
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와 같이 부과범위와 상한금액까지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유형
들도 부과범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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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3 ①], 시행령,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고시’)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기본과징금 → 의무
적 조정과징금 → 임의적 조정과징금 →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된다 (시행령 [61조 ①] 별표 2, 과징금고
시 Ⅳ).363) 첫 번째 단계인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
위 중대성’에 따른 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산정
된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사업자의 고
의･과실’,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
어 의무적, 임의적 조정단계를 거쳐 가중 또는 감경되고 최종
과징금액수가 결정된다.
한편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여러 법적제재들 중 과징금의 선
택 이유 또는 배경에 관한 설명은 미흡하다. 사실 법률에서조차
과징금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위 사이트(www.ftc.go.kr/정책건의및질의)에 “과징금은 행

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위
반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고, 동 제재를 통해 향후
법 위반행위의 억제기능을 수행하는 의무이행수단이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즉, ‘부당이득의 환수(depriving the ill-gotten

gains or unjust enrichment)’ 및 ‘억제(deterrence)’의 목적을 밝
히고 있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 내지는 목적에 관한 문헌을 방대하게 서
베이했던 김일중 외(2010, pp. 159-162)에 의하면, 국내학계 및
363) 과징금 산정과정에 대한 내용은 김일중(2010b) 및 김일중 외(2010)에 자
세히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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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상정하는 과징금의 부과목적으로는 첫째, ‘부당이득
의 환수’와 둘째, ‘행정제재로의 목적’으로 대분될 수 있다. 우선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은 행정법규상의 위반으로 경제상의 이
익을 얻게 된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함이
다. 다음으로 ‘행정제재로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추가 분
류할 수 있다. 첫째,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제재,
둘째, ‘징벌’로서의 제재, 마지막으로 ‘피해의 내부화’를 의미하는
제재이다.
이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재의 의미는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제재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과징
금의 목적이 부당이득환수에만 있지 않고 행정제재로서의 목적
과 ‘함께’ 또는 ‘추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례
로 대법원(2004. 10. 28. 선고, 2002두7456)에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
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바”라
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대법
원(2004. 4. 9. 선고, 2001두6197) 및 서울고법(2012. 2. 2. 선고,

2010누45868)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행정제재의 일반적 의미를 두 번째인 ‘징벌’로 보는 문헌은 거의
없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응
징수단으로서 ‘벌과금’의 성격을 가질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갖는
다고 주장한다(박정훈, 2001, 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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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과징금의 목적이 ‘피해의 내부화’라는 주장이 있
다. 당해 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로
부터 사회에 미친 모든 피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
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각이 주로 해외 경제학계로부터 시작
된 사실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듯하다. 대표적으로 Posner(2001,

p. 267)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억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도록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비용과 동일한 수준을 위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서술하였
다. 또한 Landes(1983, p. 656)는 독점이윤과 사중손실을 합한

‘순피해(net harm)’만큼의 과징금액수가 최적이라고 주장했으며,
Leslie(2006, p. 563)는 과징금액수에 사중손실을 포함해야 위반
행위로부터 발생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할 수 있
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Hylton(2003, pp. 46-47)
은 단순이전과 사중손실을 합한 값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재비
용(the state’s cost of punishment)’까지 포함하여 규제위반자에
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반행위에 의
한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 외에도 불필요하게 들어간 사법비용까
지 사회적 피해로 본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사회적
손실(비용)과 동일한 정도’로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피해 내부화’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권
오승 외(2003, p. 21)는 “경쟁법이 사회적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이득환수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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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홍대식(2007, p. 140)은 과징금 부과 시 ‘사회적 피해
기준(harm-based)’으로서의 사회적 후생손실은 ‘독점이윤 + 사
중손실’로 계산된다고 설명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는 ‘이
득 환수기준(gain-based)’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이인권(2007, pp. 22-23)도 과징금 부과수준을 해당 위
반행위의 ‘사회적 비용과 일치’되는 부분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36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과징금을 ‘불법이득의 박탈과 억제기
능수행의 수단’이라고 밝힌 공정위와, ‘부당이득환수’와 ‘행정제
재’의 성격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는 법학계 대다수 학자 및
법관들의 주장으로 볼 때, 피해내부화의 입장이 국내에서 매우
공고하지는 않는 듯하다. 전술한 대로 과징금액수는 산정단계를
거칠 때마다 행위(자)요소, 조사협력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어
가중 혹은 감경된다. 그러나 어떠한 가감 없이 해당 규제위반행
위가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부
과한 것이 바로 ‘기본과징금’이다. 그리고 기본과징금은 유형별
로 관련매출액 혹은 그에 상응하는 특정금액의  %만큼에 해당
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유형별 ‘관련매출액의  %’가

‘피해 대리변수’로서 인지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
보될 수밖에 없다. 거듭, 공정위를 비롯한 국내학자 또는 법관
들은 (관련매출액을  라고 할 때) ‘  ×   ’를 피해의 대

364)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독점이윤과 사중손실의 측정이 어려워 아쉽게도 실
정법에 정확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이 학자들도 대체로 공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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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변수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낸 적은 없
기 때문이다.365)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또는 ill-gotten gains) = 단순이전분(simple transfer)’
으로 보고 있는데, 전술했듯 현재 공정위에서는 부당이득환수를
과징금의 주된 목적으로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피해내부
화와는 다른 개념이 된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시 공정위가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산정했는지의 여부는 다분히 경험적(empirical)
탐구의 대상으로 보인다.

365) 다만, ‘  × ’를 부당이득과 동일시한 사례는 종종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가령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카르텔
위반행위 104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을 ‘부당이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매일경제, 2011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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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매출액의 사용근거
현재 공정거래법상 위반유형들은 각각 ‘  ×   ’만큼을 기
본과징금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관련매출액 기준
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과징금제도의 개
선을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총매출액’을
기초로 기본과징금을 산출했었다. 그런데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
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 내부에서도 “과징금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되어 2004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관련매출액 도입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04a, pp. 42-44).366) 2004년 관련매출액 적용 이전과 이죄용
과징금 부과단계를 <그림 VI-1>에서 비교해 보았다. 그렇지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으로 과징금 부과의 객
관성,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외
에 관련매출액의 사용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366) 관련매출액은 2004년 4월 1일에 개정된 과징금고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후술될 실증분석에서 2005년부터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 정당성을 공고히 확
보하기 위하여 제VI.1절의 후술내용들은 김일중․전수민(2012)을 바탕으로
각종 원전을 직접 인용하고 담당자들과의 확인작업을 거쳐서 보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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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 2004년 관련매출액 기준 도입 전후 과징금 부과단계 비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04b, p. 4) 참조하여 필자 재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보아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
인 관련매출액의 사용에 대한 근거는 있을 법하다는 사전기대
가 강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단지 관련매출액을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
액’이라 한다)을 말한다”(시행령 [9조])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
다. 이런 맥락에서, 황태희(2009, p. 406)는 과징금 및 관련매출
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법률에 정의만 되어있을 뿐 “매출액

[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침묵하고 있다”([ ]
추가)고 지적하며 관련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의 필요성
을 요구하였다.367) 전술한 대로 일부 ‘  ×   ’를 부당이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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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한 사례는 종종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실 이와 관련
해서도 신뢰할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3) 피해 대리변수로서의 관련매출액: 잠정결론
이처럼 관련매출액의 규정근거 및 판단기준이 미흡하다는 점
을 인식하면서도 관련매출액이(엄밀히 말하면, ‘관련매출액의
 ’가)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국내문헌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홍대식(2007, p. 147)은 “관

련매출액 기준은 독점이윤과 사중손실 측정의 대리변수로 상정
된 것이므로”라고 지적하며, 관련매출액이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권오승 외(2003, pp. 166-167)도 동
일한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독점이윤에 사중손실을 더

한 소비자의 총손실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시장지배적지
위남용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들은 그 행위 자체가 부당이득
및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를 사전에 억제

367) 다만 ‘관련’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
들과 법관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듯하다. 가령 신영수(2011, p. 210)는
“관련시장의 획정작업은 우리나라의 법집행 실무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해식(2002, pp. 259-260)은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

이득은 기업규모별, 업종별, 경제력집중의 정도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이 없이 매출액의 몇 %이하에
서 과징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어딘가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김성훈
(2009)은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실제 판례(서울고법 6부, 2008. 11. 19. 선고, 2008누
1773 판결; 서울고법 7부, 2008. 8. 28. 선고, 2007누1908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등)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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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주장하였다.368) 따라서
이들 연구자들이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
다는 기본시각을 공유한다고 보아도 무리 없어 보인다.
이호영(2007, p. 146)은 “과징금이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업이 카르텔에 참여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모두 박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충분하게 가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부
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를 부과한도로 하는 것
은 충분한 억지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억지력을 담
보하기 위해서는 단순이전분(=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만큼의
법적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허선(2005, p. 23)
도 금전적 제재 부과 시에는 “부당이득 이외에 카르텔로 인한

사회적 손실(social welfare loss)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
되어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의 법개정(관련매출액 5% →
10% 범위 내 부과가능)’으로 이전보다 높은 억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을 위반행위로부터
발생된 피해와 최소한 연동시켜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최근 김차동･주진열(2012, pp. 34-51)은 선행연구들의 결과
를 근거로 관련매출액의 15%를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피해의 대
리변수로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368) 또한 권오승 외(2003, pp. 168-169)는 경제력집중억제행위 혹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위반액 및 일정액 등
을 사용한 경우에도 관련매출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
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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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몇몇의 학자들은 관련매출액이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가까운 또 다른 기준
을 모색해볼 것을 권고하였다. 김일중(2010b, pp. 842-843)은

“현재 피해규모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기본과징금 산정 시 이용

되는 ‘중대성’ 기준이 사용되는 바 … 나아가 중대성을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정하여 이를 관련매출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으
로 산정하고 있다 … ‘매출액’이 이상적 대리변수인지 여부에 관
해서도 본격적인 재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황태희
(2011, p. 200)는 “‘중대성’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피해 규모에 의한 정확한 추정기법을 바탕
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은 현재의 과징금제도의 문제
점을 적절히 지적”했다고 하며 위 김일중(2010b)의 주장을 옹호
하였다. 또한 주로 담합행위 제재와 관련하여 이인권(2008, p.

65; 2010, p. 77)은 현재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에는 공정위의 재량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매출
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또는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
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황철규(2009, pp. 55-56)도 이와 유사한 의견
을 내세웠다. 종합하면, 이상의 문헌들에서는 1) 과징금을 피해
에 기준해야 하며, 2) 최소한 현 시점에서 관련매출액이 피해액
의 (불완전한) 대리변수로 사용된다는 시각이 공유된다고 이해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이해하는 입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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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지만, 공정위에서는 관련매출액에 대한 확실한 공식입
장을 내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관련매출액을 피
해(혹은 부당이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자
세를 나타낸다.369)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련매출액 기준이 2002년 OECD 보고서에서 도출된 기준
으로부터 준용된 것임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370) 또한
공정위는 2004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과징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권오승 외(2003)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기준시안
을 마련한 것이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2004b). 한편, 권오
승 외(2003, p. 167)는 해당 연구가 EU, 영국, 미국, 일본 등 선
369) 실제로 2013년 2월 공정위 경쟁정책과(민혜영 서기관)에 유선 문의해 본
결과, 관련매출액이 부당이득 혹은 피해액의 대리변수로서 사용되었는지
는 단정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37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7년 3월과 2010년 10월의 보
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추정액의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 조사결과를 준용하여 카르텔로 인한 피해액을 관련매
출액의 15%~20%로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서술한 까닭은 공정위 측에서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OECD(2002) 기준의 준용 사실을 언급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유무를 확인해보기 위해 공정위 측에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공정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련매출액 기준이 OECD(2002)의 기준에
서 준용된 것이라 답변해주었다. 후술되듯, OECD는 카르텔로 인한 피해
규모를 관련매출액의 15~20%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한도(2004년 부과한도:
5%)로써 위반행위를 억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실제부과수준은 2.5~3.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OECD, 2004, p.
145). 공정위는 이와 같은 OECD 및 WTO의 권고의견을 수렴하여 2004
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관련
매출액 5%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1, p.
367). 이런 모든 정황에 비추어 공정위의 관련매출액 기준 사용은 2002
년 OECD 보고서에서 도출된 기준으로부터 준용된 것임은 충분히 추론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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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들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이라 하였지만, 전술된 선진국들로
부터 관련매출액 기준이 준용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관련매출액 사용이 OECD로부터 준용되었다는 점은
오랜 기간 공정위의 비공식적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나아
가 여러 국내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인지되고 있다고 사료된
다. 그렇다면 OECD에서 왜 관련매출액을 사용하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만약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관련매출
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발견한다면, 결국 공정위에서도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잠정적 결론
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후술되듯이 OECD는  ×   를 피
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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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ECD
1) 피해 대리변수로서의 관련매출액

OECD는 1971년 이후, 매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경쟁정책보
고서(Report on Competition Policy)’를 발간하고 있을 정도로
회원국별 경쟁정책분야에 관심이 많다. 무엇보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성카르텔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02년에
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경성카르텔의 영향 및 국가별
양형’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수많은
국내외 카르텔 관련 연구에 인용되고 있다 (Connor and

Bolotova, 2006; Wehmhorner, 2006; 이호영, 2007 등). 특히 전
술한 대로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는 OECD 보고서에서 도출된 서
베이 결과를 준용하여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
정하고 있다. 따라서 OECD가 어떠한 이유에서 관련매출액 기
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주지하듯, 카르텔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
문에 앞서 Posner(2001)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에 상응하
는 만큼의 제재를 통하여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OECD도 2002년 보고서를 통해 카르텔로부터 발생된 피
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억지의 필요성을 피력
하였다. 하지만 OECD(2002, p. 6)는 위반행위로부터 야기된 피
해에는 정당화되지 못하는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을 비롯
하여 ‘기타 해로운 경제효과(other harmful 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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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71)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총 피해액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은 쉽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설령 피해액을 산정하더라도 수많
은 가정과 대리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위반행위로부터 소비자가 받은 고통을 바로잡고, 위반행위

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양형을 부과하기
위해서” 피해액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ECD, 2002, p. 6).372)
그런데 OECD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불법이득(unlawful gain)’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로서 이것이 가장 ‘손쉬운’ 계산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한 후, 불법이득의 계산 또한 쉽지 않지만 가장 용이한 방식
은 ‘(카르텔 하에서의) 관련매출액 초과가격(overcharge)을 곱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373) 비교적 최근 실증분석으로서 EC의 카
371) OECD는 ‘기타 해로운 경제효과’의 대표적 예로 비효율적 자원배분
(misallocation of resources)을 언급했다.
372) “calculating the harm from cartels is difficult, and requires the use of

various proxies and assumptions.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it
should be done, however. The overarching one is the need to inform
consumers and policymakers about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an aggressive program against this practice. It may also be necessary
to calculate harm in order to provide regress to consumers who
suffer from the effects of an unlawful agreement. An important
additional reason, however, is that only by understanding the extent
that cartels cause harm can governments apply appropriate sanctions
against the practice, sanctions that provide an effective deterrent.”
(OECD, 2002, p. 6, 강조추가).
373) “The Competition community tends to focus on the unlawful gain

accruing to the cartel operators, because it is the easiest to calculate
Calculating unlawful gain is also difficult, of course. In its simplest
form it can be approximated by multiplying the increase i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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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텔 벌금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Connor and Miller(2009, p.

26) 역시 그 속성상 측정하기 어려운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관
련매출액(affected sales)’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였다.374) 요컨
대, 불법이득의 산정 역시 근본적으로는 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이라 해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는 전술한 우리
나라의 기본과징금 계산방식인 ‘관련매출액에 유형별 부과기준
율을 곱한 것(  ×   )’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OECD의 ‘불법이득(unlawful gain)’을 한국의 ‘부당
이득(unjust enrichment 또는 ill-gotten gains)’과 달리 표현한 까
닭은 영어상의 표현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개념상으로 전혀 다
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OECD(2002, p.

6)는 카르텔로 인한 피해에 단순한 ‘부의 이전’ 외에도 ‘기타 해
로운 경제효과’를 포함시키는데, 피해액 산출이 어려우므로 ‘불
법이득’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불
법이득’은 단순이전분을 포함한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는 앞서 사회에 끼친 비용만큼으로 제재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는 국내외 학자들의 주장과 동일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OECD
resulting from the cartel agreement (the ‘overcharge’) by the
amount of turnover (in units) subject to the agreement.”
(OECD, 2002, p. 6, 강조추가).
374) “[U]nless the elasticity of demand varies widely, the unmeasurable

deadweight loss will be proportional to the measurable overcharge.
Because direct estimates of damages are in fact rarely, if ever,
employed by the EC to calculate recommended fines and because we
have relatively few observations of harm, we will substitute the
cartel’s affected sales in the EU as a proxy for harm.” (Connor and
Miller, 200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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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하는 ‘불법이득’은 주로 단순이전분을 지칭하여 국내
에서 통용된다고 사료되는 ‘부당이득’과는 사뭇 다른 개념을 갖
는다고 판단된다.375)
전술한 대로 최근 과징금의 성격은 부당이득의 환수에서 행
정제재적 성격이 가미되었지만, 당초에는 부당이득의 환수적 성
격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호영(2007, p. 146)은 종래 법원에서는
과징금의 성격을 부당이득환수로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에서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

로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
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시해버림으로써 과징금 수준이
부당이득을 초과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점을 갖는다고 비판
하였다. 또한 이인권(2010, p. 57)은 (현재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 환
수를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
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자체를 단순이전분(simple

transfer)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성훈(2009, p. 363)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인 독점적 이윤을 박탈함으로써 일차적인 억
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375) 필자의 이 논리에 대하여 한 법률가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주었다. “‘불

법이득’과 ‘부당이득’의 준별은 불법이득을 피해의 대리변수라고 보는 결
론에 이르는 논리적 전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불법이득’은 불
법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불법적 행위로 인한 결과(output)을 의미하고,
부당이득은 위반자의 이득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적법한 원인 없는 이득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불법이득이 부당이득을 포섭한다는 것
은 개념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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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한다고 서술하며 부당이득이 독점이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앞서 독점이윤을 비롯하여 사중손실까지 포함하여 과징
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 홍대식(2007, p. 140)도 “독점이윤

에 상응하는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에, 사중손실에 상
응하는 과징금은 제재적 요소에 상응”한다고 나누어 주장하고
있다. 종합하면, 국내에서는 ‘부당이득 = 단순이전분’의 공식개
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OECD의 ‘불법이득’은 이론상의 피해와 동일한 뜻으
로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결국 OECD의 불법이득을 본고에서
의 피해 대리변수(proxy)라고 본다면 ‘  ×  ≈ 피해’로 이해
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OECD의 ‘불법이득’을
편의상 ‘피해(액/규모)’라고 표현하겠다. 이처럼 관련매출액 계
산법을 OECD 식의 논리로 본다면, 한국의  ×   룰은 결
과적으로 피해의 대리변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관련매출액 기준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
적 근거로 OECD는 미국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
다. 공정거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듯
이, 미국은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한다. 미국
의 ‘양형기준표’(US Sentencing Guidelines, 이하 ‘USSG’)에서는
실제이득(actual gain) 및 실제손실(actual loss)을 측정하는데 드
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매출액의 일부비율을 피
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다. 후술
되겠지만, 실제이득(=독점이윤)의 10%와 실제손실(=사중손실)의

10%를 합한 값이 기본벌금액으로 산정된다는 의미이다.376)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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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OECD 회원국들은  ×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
다. OECD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를 통해 대다
수의 회원국들이 기본벌금액의 산정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사
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보여주었다.

2) 피해추정액 ≈ 관련매출액의 15~20%
미국사례는 자세히 후술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OECD(2002,

pp. 7-9)에서 실시한 서베이에 관해 좀 더 검토해본다. 결론부
터 말하자면, 회원국별로 그 수치는 상이하였지만 모두 관련매
출액의  %에 해당하는 만큼을 피해액으로 산출하였다. OECD
는 15개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발생된 119개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사건에 대한
자료 및 수치는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OECD에
서 취합하여 정리한 것이다.377) 하지만 OECD는 회원국 모두로
부터의 자료를 수집하지는 못했다. 공개된 119개의 사건보다 피
해규모면에서 더욱 큰 사건들도 존재하였으나, 국가에 따라 기
밀사항의 보안유지를 위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집 가능했던

119개 사건 중에서도 관련매출액 등의 수치는 없는 경우도 많
았다. 최종적으로 관련매출액은 119개 사건 중 16개 사건에서만
376) 한편 OECD(2002, p. 7)는 해당 보고서가 미국의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하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당연위법’ 규칙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절차를 그대로 채택하지는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377) OECD에서 제공한 회원국별 사건에 대한 ‘관련매출액’과 ‘피해추정액’ 등
에 관한 정보는 Annex A에 정리되어있다 (OECD, 2002, pp.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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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가능하였다. 관련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추정되는 ‘피해추
정액(estimated harm)’은 16개 사건 중에서도 14개 사건에서만
계산되었다.378) OECD(2002, p. 9)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
추정액은 관련매출액의 최소 3%에서 최고 65%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총 14개 사건 중 2개는 5% 미만, 5개는

5~15%, 4개는 20~35%, 그리고 3개 사건은 50~65% 범위 내에서
피해액이 추정되었다. 이는 전술한 대로 한국 공정거래법의

‘  ×   ’와 동일한 계산방식이다.
OECD에서 보여준 14개 사건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 사례들만
검토해보면,379) 노르웨이의 ‘Hydro-Electric Power Equipment’ 사
건과 독일의 ‘Ready-Mix Concrete’ 사건에서는 관련매출액의

8~9%를 피해액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호주의 ‘Installation of Fire
Protection Devices’ 사건과 캐나다의 ‘Snow Removal’ 사건에서는
관련매출액의 약 5~20% 범위 내에서 피해추정액이 결정되었다.
한편,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하여  값이 매우 높았다. 미국
의 3가지 사건(‘Citric

Acid’; ‘Graphite Electrodes’; ‘Cairo

Wastewater Construction’)에서는  값이 모두 30%를 상회하였
다. 아쉽게도 OECD 보고서에서는 왜 미국에서만 유독 높은 비

378) 14개 사건은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이 각각 1개씩, 스페인
과 호주는 2개, 독일과 미국은 3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379) 전술한 대로 각각의 사건에 대한 관련매출액 및 피해추정액의 정보는 해
당 국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OECD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이
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Hydro-Electric Power Equipment’ 사건에서
피해추정액(140만 달러)을 관련매출액(1,600만 달러)의 8%로 본 것은 노
르웨이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및 자세한 사건명 등은 OECD 보고서에서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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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으로 피해액이 추정되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단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하여 위반행위로부터 발생된 피해규모가 높기 때
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뿐이다.380)
이렇듯 수집된 사건들 중 피해추정액에 대한 비율이 범위

(예: 5~15%)로 나온 경우에는 중간값(예: 10%)으로 지정하여
14개 사건에 대한 중앙값을 구해보았다 (OECD, 2002, p. 9).
그러자 14개 사건에 대한 피해추정액의 중앙값이 관련매출액의

15~20%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 흥미롭게도, 이는 미국 USSG
에서의 ‘관련매출액의 20%’와 매우 흡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14개 사건만으로는 표본숫자가 매우 적어 미국과
유사한 기준으로서 피해규모가 측정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견본으로서 평가될 수는 있을 것
이다.
거듭 OECD(2002)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  ×   ’를 피해
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본과징금
계산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에서는 비공식적으로나
마 OECD 보고서 결과를 준용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므로,
결국 공정위에서도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
380)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 사건들의 관련매출액은 1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 사이인 것에 반해, 미국 사건들의 관련매출액은 최소 300만 달러에
서 최대 6,000만 달러에 육박하였다. 특히 ‘Graphite Electrodes’ 사건의
관련매출액은 6,000만 달러이고 피해추정액은 관련매출액의 65%에 해당
되었다. 또한 실제 벌금부과액도 타국가들은 1~13% 내에서 부과되었으
나, 미국은 24~46% 내에서 부과되었다. 이렇듯 미국의 관련매출액과 벌
금액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볼 때, 미국에
서 발생된 규제위반행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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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OECD
에서도 관련매출액이 개념상으로만 피해를 대변한다. 법률상으
로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OECD는 2002
년 보고서가 미국의 카르텔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주
장하였다 (OECD, 2002, p. 7). 따라서 OECD 측의 주장에 따라
이하에서는 미국의 공정거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만약
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
용하고 있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세운다면, OECD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매출액이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
용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381)

라. 미국
1) 피해추정액 =  × 
세계 각국 공정거래법의 본보기라 표현되는 미국에서는 ‘양형
기준표’(US Sentencing Guideline, 이하 ‘USSG’) §2R1.1(d)(1) 조
항에 기본벌금액의 산정기준으로 “금전적 손실(pecuniary loss)

을 대신하여 관련매출액의 20%를 사용하고 있다”고 규정함으로
써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382) 그에 대한 이유도 “법원이 실제이득과 실제손
381) 전술했듯이 2004년 과징금제도 시행령 개정의 토대가 된 권오승 외
(2003)에서도 애초 한국의 과징금제도가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였음
을 언급하였다.
382)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로 과징금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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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결정하는데 들일 시간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관련매출액
을 산정기준으로 삼았다고 명시하고 있다.383) 위반행위로부터
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USSG를 근거로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연방
거래위원회(이하, ‘FTC’)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벌(civil penalty)을 부
과한다. USSG에서는 입찰담합, 가격고정 및 시장분할 등의 ‘수평적 위반
행위(horizontal agreements)’만을 대상으로 형사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USSG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수평적 위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위반행위들은 거의 기소된 적이 없고, 법률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피해수준이 각기 달라 수평적 위반행위만을 대상
으로 형사벌을 규정하였다고 설명한다 (USSG §2R1.1(d), Background).
“These guidelines apply to violations of the antitrust laws. Although

they are not unlawful in all countries, there is near universal
agreement that restrictive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such as
horizontal price-fixing (including bid-rigging) and horizontal
market-allocation, can cause serious economic harm. There is no
consensus, however, about the harmfulness of other types of antitrust
offenses, which furthermore are rarely prosecuted and may involve
unsettled issues of law. Consequently, only one guideline, which
deals with horizontal agreements in restraint of trade, has been
promulgated.” (USSG §2R1.1(d), Background, 강조추가). 담합과 독점행
위를 규정하는 셔먼법 [1조], [2조]를 제외한 가격차별의 금지, 기업결합
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나머지 위반행위는 클레이튼법([2조],
[3조], [7조], [8조]) 및 FTC법 [5조]를 근거로 민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클레이튼법은 ‘시정조치 및 3배 손해배상’, FTC법은 ‘중지명령 및 1만 달
러 이하’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USSG에서의 관련매출액 20%
기준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1~5% 범
위 내에서 부과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
한 과징금은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관련
매출액 20% 기준을 기본으로 논의한다. (물론 미국에서도 이렇게 20%에
서 시작하여 위반기간이나 가담정도 등 가중 또는 경감 요인들을 반영한
뒤 최종벌금액을 결정한다.)
383) “In lieu of the pecuniary loss under subsection (a)(3) of §8C2.4 (Base

Fine), use 20 percent of the volume of affected commerce … The
purpose for specifying a percent of the volume of commerce is to
avoid the time and expense that would be required for the court to
determine the actual gain or loss.” (USSG §2R1.1(d), 강조추가). 한편
‘경쟁법현대화

of’(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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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이득은 판매가격(selling price)의 10%를 평균적으로 추정
하고 있으나, 가격고정으로 인한 사회총손실은 행위자의 이득을
초과하므로 이득 외에 발생한 손실부분까지 감안하여 10%의 두
배인 20%를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384) 즉 20%
는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10%뿐만 아니라 사중손실 10%까
지 고려하여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Bolotova and Connor, 2008,

p. 5).
양형을 할 때 규제위반행위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득(즉 부당
이득)을 상회하여 고려한다는 입장은 법정양형 일반규정(18

U.S.C., Ch. 227, ‘sentences’)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385) 부당이
득 혹은 피해가 셔먼법의 상한선을 웃도는 경우가 발생하면

1984년 벌금집행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18 U.S.C. §3571(d)(“만
‘AMC)(2007, p. 300)는 법률에서 명시한 밑줄부분을 ‘20 percent harm
proxy’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
는 것을 수용하고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384) “It is estimated that the average gain from price-fixing is 10 percent

of the selling price. The loss from price-fixing exceeds the gain
because, among other things, injury is inflicted upon consumers who
are unable or for other reasons do not buy the product at the higher
prices. Because the loss from price-fixing exceeds the gain,
subsection (d)(1) provides that 20 percent of the volume of affected
commerce is to be used in lieu of the pecuniary loss under
§8C2.4(a)(3).” (USSG, Commentary.3, 강조추가).
385) United State Code(U.S.C.)는 연방법률들의 모음집으로서 50개의 편
(title)으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제15편은 거래 및 무역(Commerce and
Trade)에 관련된 조항들을 규정하며, 주요 공정거래법인 셔먼법, 클레이
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형사법은 제18편에 해
당되며, 형법과 관련된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만약 특정 위반행위의
피해규모가 셔먼법의 상한선(1억 달러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초과하
면 U.S.C. 18편을 근거로 더 높은 수준의 벌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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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떤 사람이라도 위반행위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피
고 외의 사람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총이득 또는 총
손실의 2배를 부과”)에386) 근거하여 법정벌금 대신 ‘이득 또는
손실의 2배’를 상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Hammond,

2010, pp. 4-5). DOJ의 전 보좌관이었던 Hammond(2005, pp.
10-14)는 §3571(d)에서의 ‘총이득 또는 총손실’은 ‘위반행위 전체
(violation as a whole)’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득과 손실을 의미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본벌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적인 금전적 이득 또는 손실뿐만 아니라 사중손실까지 고려해
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아, 앞서 Posner(2001) 등이 주장한

‘피해내부화’로서의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도 1890년 제정 당시부터 공정거래법상 관련매출액
을 기본벌금액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USSG가

1991년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벌금을 부과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나열했을 뿐이었다.387) 하지만 해당 요소들을 얼마만
386) “If any person derives pecuniary gain from the offense, or if the

offense results in pecuniary loss to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the defendant may be fined not more than the greater of
twice the gross gain or twice the gross loss, unless imposition of a
fine under this subsection would unduly complicate or prolong the
sentencing process.” (18 U.S.C. §3571(d), 강조 추가).
387) 관련매출액 계산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하였다. “In setting the fine for individuals, the court

should consider ① the extent of the defendant’ participation in the
offense, ② his role, and ③ the degree to which he personally
profited from the offense (including salary, bonuses, and career
enhancement).” (USSG §2R1.1, 1987, ①, ②, ③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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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적용시켜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1991년부터

‘관련매출액 계산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Herron, 2002, p.
934).388) Herron(2002, p. 944)에 의하면, 미국 연방법무부(이하,
‘DOJ’)는 ‘업무의 간편함’뿐만 아니라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처벌정도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
기 위하여 관련매출액 계산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위반행위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반영한 ‘간소한(simple)’ 측정
방식으로서 선택된 것이다.389)

2) 관련매출액 사용에 대한 비판 보완론
물론 관련매출액은 절차의 간소화와 간편한 계산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개별사건의 실제피해는 여전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러 논쟁도 불러 일으켰다. 첫 번째 논쟁은 ‘관련’의 개념이 불
명확성에 관한 것이다. USSG에 실질적으로 관련매출액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법원에서도 관련매출액의 개념에 관해 언급
388)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 한국의 공정위가 2004년 관련매출액 기준을 도입
할 때 설명한 취지(즉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과징금제도를 개선하
기 위함)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입법배경과 매우 유사하다.
389) “The idea behind the measure was to achieve the convenient

administration of the Antitrust Guideline, as well as to effect
deterrence by ensuring that punishment is ‘[directly related] to the
harm caused.’ This measure was selected by the Commission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Division as a ‘simple’ reflection of the harm
caused by the offense.” (Herron, 2002, p. 944, 강조 추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앞서 Posner(2001), Landes(1983), Hylton(2003) 등의 ‘피해내
부화’ 주장들이 나온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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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례는 4개 정도로 매우 적다 (Klawiter, 2001, pp. 751-752;

Mutchnik et al., 2008, p. 2; Schiller et al., 2011, p. 991).390)
관련매출액에 관한 최초 항소법원 판결로 유명한 Hayter 사
건에서는 ‘관련’이라는 단어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하며 피심인별 매출액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위반기간동안
의 모든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391)

SKW Metal 사건(195 F.3d, 2nd Cir., 1999)에서도 ‘관련’의 개념
이 광범위(broad)하다고 지적하였으나, Hayter 사건과는 다르게
공모가 시작되었더라도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는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SKW

Metal 사건 영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Andreas(216 F.3d, 7th Cir.,
2000)와 Giordano(261 F.3d, 11th Cir., 2001) 사건에서도 ‘우월
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하여 위반행위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속하더라도 매출액에 대한 추정의 번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렇듯 4개 판례에서는 모두 관련에 대
한 개념이 불명확하여 관련매출액 기준이 피해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관련
390) Hayter 사건을 포함하여 SKW Metals & Alloys(195 F.3d, 2nd Cir.,
1999), Andreas(216 F.3d, 7th Cir., 2000), Giordano(261 F.3d, 11th
Cir., 2001) 등이 ‘관련’의 개념에 관해 언급한 대표적 사건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관련의 개념에 관해 언급한 논문으로는 박해식
(2002),
홍대식(2009),
황태희(2009),
김성훈(2009),
신영수
(2011) 등이 있다.
391) “Thus, ‘affected’ is very board and would include all commerce that

was influenc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price-fixing conspiracy.”
(US v. Hayter Oil, 51 F.3d, 126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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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근거로 기본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다.
둘째, 관련매출액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사건의 피해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비교적 적합할 수 있으나, 피해가 훨씬 더 작
거나 매우 큰 경우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정하지 못한다
는 논쟁도 진행되어 왔다. 가령 Klawiter(2001, p. 753)는 몇몇
규제위반행위의 이득이 매우 작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벌금
을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관련매
출액의 20%를 부과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Lande(2006, p.

667)은 200여개의 카르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초과가격의 중앙
값이 25%, 평균은 49%로 추정되어 USSG 기준을 훨씬 초과함을
증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1888년부터 2009년까지 약 600개
카르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Connor(2010)는 1,517건
의 담합사건의 초과가격의 중앙값이 23.3%, 성공한 담합사건의
평균 초과가격은 약 50.4%로 법률상의 20% 기준을 훨씬 초과
했음을 밝혔다.392)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실증적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998년 ‘양형기준표’(EC Fining

Guideline, 이하 ‘ECFG’) 개정 당시 관련매출액 지표를 완전히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만을 고려하여 기본벌
금액을 산정하기 시작한 바 있다 (Wehmhorner, 2006, p. 224).
392) 현재의 관련매출액 20% 기준이 위반행위를 억지하는데 너무 낮다는 의견
으로는 Froeb et al.(1993), Nelson(1993), Connor and Bolotova(2006),
Connor and Lande(2006)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해당 선행연구들에
서는 대부분 카르텔의 경우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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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 수준에 대해서만 반론을 제기했을 뿐
관련매출액 그 자체의 사용여부에 관해서는 대체로 의문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경쟁법현대화위원회’(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이하 ‘AMC’)도 현재의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실제피해의 대리변

수로서 관련매출액의 20%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설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DOJ에서는 AMC의 권고에 대
하여, 첫째, 법률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피해액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둘째, 형사벌금액은 손해배상이 아닌 ‘처벌’과 ‘억
지’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반드시 필요
하지 않아 관련매출액이 피해의 대리변수로 가장 합당하다고
반박하였다 (Masoudi, 2007, p. 6).393) 왜냐하면 USSG는 공정거
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특수억지(specific deterrence)’가 아닌

‘일반억지(general deterrence)’ 기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
확한 피해액을 계산하여 처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
다. 심지어 Wehmhorner(2006, p. 232)는 관련매출액을 기준으
로 삼지 않는 EU와 비교했을 때, 단순히 위반유형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의 요인들만을 고려하여 기본벌금액을 산정하는 것
보다 관련매출액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practical
393) “Because the antitrust guideline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general

(rather than specific) deterrence, punishment for antitrust violations
need not be based on a precise calculation of actual gain or loss,
which can be very difficult in an antitrust case. Affected volume of
commerce was chosen as an acceptable and more readily measurable
substitute.” (Masoudi, 2007, p. 6). DOJ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꾸준히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Hammond(200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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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의 대리변수로서의 관련매출액에 대한 찬반론이 이처럼
많이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 DOJ에서는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 받아들인 듯하다. 2004년 미국 의회(150 Cong. Rec.

H3658)에서는 “관련매출액 20%는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부터

발생한 금전적 손실의 대리변수로서 적절하기 때문에 현재 기
준을 다시 논의할 의향은 없다”고394) 주장하며 피해 대리변수로
서의 관련매출액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물론 처벌 및 억
지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피해
액의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에 관해서는 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OECD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공정
거래법을 기본으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매출액을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94) “Congress does not intend for the Commission to revisit the current

presumption that twenty percent of the volume of commerce is an
appropriate proxy for the pecuniary loss caused by a criminal
antitrust conspiracy. This presumption is sufficiently precise to satisfy
the interests of justice, and promotes efficient and predictable
imposition of penalties for criminal antitrust violations.” (150 Cong.
Rec. H3658, daily ed. June 2, 2004, 강조추가). 전술한 대로
Masoudi(2007)는 2007년 AMC의 권고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내세웠으
며, 법률상으로 2013년인 현재까지도 관련매출액 20% 기준을 그대로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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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공정거래법상 규제위반행위로부터 발생한 피해는 사회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재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국내외학계에서도 위반행위로부터 발생한 피해규모를 ‘사
회적 손실(비용)과 동일한 정도’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피해내부화’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인식되고 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독점이윤과 사중손실의 측정이 어렵다
는 이유로 실정법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의 대리
변수로서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계
속해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수많은 국가들의 경쟁법에 심대한 영
향을 주어 왔던 미국 공정거래법은 USSG §2R1.1(d)(1) 조항에
기본벌금액의 산정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의 20%(=  ×   )’를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별히 동 조항에서는 수평적 위반행위로 인한 실제이득 부분
을 판매가격의 10%로 계산하고, 사회총손실은 행위자의 이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득 외에 손실부분까지 감안하여 2배에 해당
하는 20%를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한다고 명시적으로 설명
한다. Bolotova and Connor(2008, p. 5)에 의하면, 이는 부당이
득 외에 사중손실까지 고려하여 벌금액을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관련’의 광범위한 개념과  ×  가 실제 피해액을 대
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그러나 대체로 관련매출
액의 사용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으며, 현

504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재로서 DOJ는 ‘  ×  ’만큼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
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공정거래법 기준을 준용한 OECD에서도 위반행위
로부터 발생한 이득과 그 외의 손실을 합한 금액만큼을 피해 대
리변수로서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장 용이한 계산방
식이 “(카르텔로 인한)관련매출액에 초과가격(overcharge)을 곱

한 것”(=  ×   )이라고 밝혔다. OECD는 실제 사건들의 피
해규모를 확인하고자 15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
하여 119개 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국가별 보
안상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수집된 사건은 총 16개였으며, 실제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었던 사건은 14개였다. 매우 흥미롭게도,

14개 사건에 대해 추정된 피해액의 중앙값은 15~20%로 계산되
어 미국의  ×  와 유사한 값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는 2004년에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기
본과징금을 유형별로 ‘관련매출액(혹은 그에 상응하는 특정금
액)의  %(=  ×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
다. 과징금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의 환수를 그 목적으
로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적 손실과 동
일(독점이윤 + 사중손실)한 정도로 법적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내
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편,

 ×   가 부당이득의 대리변수인지 아니면 피해의 대리변
수인지 여부를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2004년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에 미루어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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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기준과 미국법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공정위를 포함
국내학계에서 대체로 공유되고 있다. 그런데  ×   는 앞서

OECD 및 미국에서 피해규모를 구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형
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애초
의도와는 별개로 한국에서의 관련매출액도 사실상은 피해의 대
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
을 듯하다. 후술될 실증분석에서  ×   를 피해의 대리변수
로서 사용하여 규제위반유형별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면
결국 각각의 위반유형별 최적처벌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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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법의 과잉범죄화에 관한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의 기초
1)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
본고에서는 공정위 심결자료를 사용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
위반행위별 피해규모와 고의성 정도를 확인하려고 한다. 위반행
위별로 사회에 주는 영향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행
연구들에서 ‘비난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담합행위가
다른 행위들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 받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했듯 한국 공정거래법상 위
반조치 유형은 총 9가지이므로 모든 조치유형에 대한 사건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앞서 강조한 대로 피해의 대리변수인 ‘관
련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법적조치는 과징금에 불과하여 과
징금부과 사건만을 수집하였다.

<그림 V-4>에서 보았듯이, 법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과징금
부과건수는 매년 두 자리 수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04년 89건에서 2005년 264건으로 불과 일 년 만에 약

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과징금 부과건수는 다시 감
소하는 추세로 들어서고 있으나, 부과금액은 2009년 3,661억 원
에서 2010년 6,071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과징금을
이용한 제재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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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기간은 과징금 부과건수가 전년도의 3배 이상으로 갑자기
증가했던 2005년부터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2배 상승한 2010년
까지 총 6년이다.
심결자료는 공정위 웹사이트(www.ftc.go.kr/심결‧법령/의결서

/)에서 ‘의결일자’, ‘위반행위유형’, ‘조치유형’으로 검색 가능하다.
과징금제도를 분석한 김일중 외(2010, pp. 167-168)에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06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자료를 수
집한 바 있다. 김일중 외(201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의
수집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우선통계연보와 심결자료의 불일
치 문제가 있었다. 가령 2012년통계연보상 공정거래법 규제위
반행위에 대하여 2009년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건 수는 총

78건이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심결
자료를 전수 검색해보면 총 50건에 불과했다. 또한 심결자료 중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사건과는 무관하거나 누락된 자료들도 존
재하였다.395) 표본추출기간 동안의 과징금 부과건수는 2012년
통계연보상으로는 총 1,042건이었으나, ① 누락된 자료의 확보,

395) 김일중 외(2010)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상의 방식으로 수집한 심결자료에
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첫째,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지 않은 사건
의 존재였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사건이 아닌 ‘표시광
고법’ [3조]를 위법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관한 사건도 함께 검색되었다.
앞서 예를 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수 검색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사건 50건 중 ‘부당한 광고행위’가 4건(의결 제
2009-217호; 제2009-212호; 제2009-213호; 제2009-008호)이나 포함되었
다. 둘째, 간혹 사건명과 의결번호는 나와 있지만 손상된 파일이 첨부되
어 심결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도 있었다. 이렇듯 누락되어버
린 자료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심결자료를 확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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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결번호 기준의 사용, ③ 최종 심결자료 사용이라는 세 가
지 추출기준을 세워 확인을 거듭한 결과 최종적으로 수집된 심
결자료는 940건이었다.
현재까지 김일중 외(2010) 및 김일중･전수민(2011)의 분석들
을 통해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되었던 변수들을 <표 VI-1>과 같
이 정리하였다. 표본추출기간 동안 공정거래법상 규제위반행위
에 대해 부과된 총 과징금액수(   )는 약 2조 5,793억
원이었으며, 사건 당 평균액수는 약 27억 원이었다. 사건 당 평
균액수는 2005년 4억 원, 2006년 10억 원, 2007년 12억 원, 2008
년 25억 원, 2009년 112억 원, 2010년 166억 원으로 꾸준히 증
가해왔다. 반면 <그림 V-4>를 보면, 과징금 부과건수는 2007년
이후로 감소해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낮아진 부과건수에
반해 부과액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사건 당 과징금
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대로 규제위반유형들은 각각 ‘  ×   ’만큼을 기본
과징금(     )으로 산정한 후, 조정단계를 거쳐 최종과징
금을 부과한다. 산정된 총 기본과징금액수는 5조 2,758억 원이
고, 사건 당 평균액수는 약 57억 원이었다.396) 이는 최종 과징
396) 참고로 보다 짧은 표본추출기간 동안의 과징금부과 사건을 분석한 김일
중 외(2010, pp.167-169)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견을 한 바 있다. 김일중
외(2010)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약 2년 8개월의 표본추출기
간 동안 490건의 심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2006년에 비해 2008년의 사
건 당 평균액수가 2배가량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심결자료를 통해 과징금 부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적･법제적 변수들을 검토해보았다. 한편 피심인들은 평균
적으로 각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최대 약 216억 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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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었다. 반대로 표현하면, 3단계
의 과징금 부과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부과액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또한 OECD 및 미국의 선례를 통해 피해
의 대리변수로서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파악된 관련매출액

(     )의 사건당 평균액수는 3,993억 원이었다.397)
이는 기본과징금의 약 7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OECD 및 미국이  ×   에서의  를 약 15~20%로 설정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미국의 법적기준에 대입해보면 사건 당 관련매출
액 평균액수가 3,993억 원일 때 사건 당 기본과징금 평균액수는
약 799억 원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
당 평균 기본과징금은 57억 원으로  는 1.4%에 불과하다. 유형
별로 보더라도  는 여전히 낮다. 가령 부당공동행위는 4.2%,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는 1.4%에 불과하였다.
한편     의 관측치는 전체 940건 중에서 400건
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규제위반행위
별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조금씩 상이하다. 가령 ‘경제력집중억
제행위’는 위반액,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연간예산액을 기준
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거듭 권오승 외(2003, pp. 168-169)

과받은 것과는 달리 본고에서의 표본추출기간 동안에는 피심인들이 평균
적으로 각 8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최대 약 2,732억 원
(의결 제2009-281호, 2009.12.30.)을 부과 받아 편차가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397) 또한   의 표준편차는 1조 6,926억 원으로서 분포가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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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력집중억제’ 행위 혹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관련매
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위반액 등의 다른 산정기준을 사용한 경
우에도 관련매출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홍대식(2007, p. 141)은 여러 국가에서 관련매출액과 같은
단 하나의 기준만이 아니라 여러 기준(부당이득액, 정액, 매출액
등)을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398) <표 VI-2>에
서 보듯이 관련매출액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이들 기준액수
의 일정 %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 것에 미루어 짐작컨대 공정
위 역시 이들에게 관련매출액과 동일 성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추
론할 수 있다. 따라서      와는 별도로 관련매출액,
위반액, 연간예산액을 모두 포함한 변수인        을
검토해 보았다.399) 그 결과,         의 관측치는
398) 홍대식(2007, p. 141)은 독점이윤과 사중손실 측정의 대리변수로서 상정
할 수 있는 것은 ‘부당이득액’, ‘총 매출액’, ‘관련매출액’, ‘일정한 범위의
정액’을 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부
당이득액, 매출액, 정액 기준을 병행하고 있고, 독일은 부당이득액과 매
출액 기준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출액, 정액 기준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99) OECD 및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매출액만을 검토하고자 하였지만,
‘경제력집중억제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위반에는 각각 위반액과
연간예산액을 대신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변수를 형
성하였다.    는 관련매출액, 위반액, 연간예산액 각각의 변
수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가
장 설명력이 높은 관련매출액에 우선하였다.    는 전체
940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0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
으나, 피해의 대리변수로서의 관련매출액에 대한 기본적인 추측은 가능할
   은
것이다.
표준편차가 1조 5,517억 원으로
  보다는 약간 작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였다. 최대
값은 22조 3,147억 원으로   와 동일하며, 최소값은 6백만
원이다.

제Ⅵ장 한국 공정거래법의 과잉범죄화: 실증분석

511

    보다 80건 많은 480건이 되었으며, 사건 당 평
균금액은 3,339억 원이었다. 이때 사건 당 평균 기본과징금액 57
억 원은        의 1.7%에 해당되어 앞서 확인한

    의 경우보다 불과 0.3% 정도 증가하였을 뿐 별
반 차이가 없었다. 여전히 OECD 및 미국의 기준에 비해서는 매
우 낮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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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관련 주요변수들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n=940)
변수명

정의 및 설명

건

평균



사건 당 부과된 최종 과징금액수
(백만 원)

940

2,744
(24,903)‡

668,954 0.1

 

사건 당 기본과징금 (백만 원)

919

5,741
‡
(51,190)

1,427,208 0.3

   

사건 당 관련매출액 (백만 원)

400

399,257
22,314,657 28.1
(1,692,573)‡

      a)

사건 당 관련매출액, 위반액,
연간예산액을 모두 통합 (백만 원)

480

333,904
22,314,657 5.5
(1,551,737)‡

과징금부과 대상 사건
규제위반행위별 더미변수. 해당
규제위반행위이면 1, 아니면 0

940

   b)



최소

   :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30

0.032

1

0







0.011
0.187
0.050
0.711
0.010

1
1
1
1
1

0
0
0
0
0

17.5
(19.0)‡

177

0

208

71.5
‡
(29.7)

100

2.4

940

33.4
(605.2)‡

18,243

1

4
121

0.004
0.128

1
1

0
0

4

0.004

1

0

 : 경제력집중억제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10
176
47
668
9

위반행위 개시일부터 종결일 또는 위반
927
행위의 효과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개월)

 

사건 당 담 위반행위에 참가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 (%)

 

사건 당 위반행위에 참가한 전체
피심인의 수 (개)
사건 당 피심인이 속한 산업별 더미변수.
해당산업 1, 아니면 0.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
‧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소매업
‧
   : 운수업
   : 숙박음식점업
‧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
‧ ‧
‧
비스업



최대

   : 금융보험업
‧

940

4

0.004

1

0

32
38
10
2

0.034
0.040
0.011
0.002

1
1
1
1

0
0
0
0

612

0.651

1

0

24

0.02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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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및 임대업
1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15
스업



   :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
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사회복지
‧
서비
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유무별 더미변수.
고발했으면 1, 아니면 0

 

사건 당 평균 실제부과율

 

   : 2005년에 의결된
사건이면 1
   : 2006년에 의결된
사건이면 1
   : 2007년에 의결된
사건이면 1
   : 2008년에 의결된
사건이면 1
   : 2009년에 의결된
사건이면 1
   : 2010년에 의결된
사건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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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1

0

0.016

1

0

7

0.007

1

0

8

0.009

1

0

8

0.009

1

0

50

0.053

1

0

940

0.03

1

0

489

8.2
(15.8)‡

80

0.1

264

0.28

1

0

161

0.17

1

0

309

0.33

1

0

81

0.09

1

0

60

0.06

1

0

65

0.07

1

0

주: ‧ 2005.1.1부터 2010.12.31까지 추출된 표본수는 940건임.
‧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    와    의 평균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고,
 ,   ,   ,    은 첫째 자리,
 ,    ,   , 및   는 둘째자리,
 과  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a) 위반액 혹은 연간예산액과 관련매출액이 중복(940건 중 6건)되어 나오는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을 우선으로 하였음.
b)  는 <그림 Vl.2>에서 규제위반행위유형의 일련번호에 대응되는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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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관련 주요 변수
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유형과 과징금 및 형사고발
앞서 OECD 및 미국 공정거래법상 기본벌금액 실제 산정기준
과 선행연구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관련매
출액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의 바탕이 되는 기본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
정(     =  ×   )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규
제위반행위별 피해규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매출액과
기본과징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외에도 과징금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의 요인만
으로 피해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선 과징금 부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
는 변수들을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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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2>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별 과징금산정근거 및 형사고발기준점수
일련 규제위반
번호 행위유형a)

1

2

과징
금
조항

과징금 산정근거

시장지배적
지위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6조]
남용행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3조의2])
기업결합의
제한b)
([7조 ①])

기본
과징금
산정
기준
관련
매출액

-

3

경제력집중
억제규제c)

지주회사･상호출자･채무보증 행위
[17
에 [17조 ④]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위반액
조]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9조 ①])

[22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사업자단체
의 금지행위
([26조 ①])

▪ <사업자 단체> 5억
[28 ▪ <사업자>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 연간
조] 한 금액매출액이
(
없는 경우 등에는 5 예산액
억)

5

6

7

8

관련
매출액

고발
조항
기준
점수
[66조
①]d)

비고

2.5
[66조
①]
[66조
①]
2.7
[66조
①]
2.5
[66조
①]
2.7

[67조]
불공정거래 [24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 규정에 위
관련
행위의 금지 조의 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
매출액 2.7
([23조 ①])
2] 액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재판매가격
[67조]
[31
유지행위의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관련
조의
제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억)
매출액 2.7
2]
([29조 ①])
부당한국제
▪ <사업자 단체> 5억
[67조]
[34
계약체결
▪ <사업자>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 관련
조의
제한
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 매출액
2]
2.7
([32조 ①])
억)

불공정
거래행위
로 포함
불공정
거래행위
로 포함

주) ‧ 이 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년 개정)을 바탕으로 작성
되었음.
a) 8가지 위반행위 모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
b) 기업결합의 제한에는 과징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으나, [7조 ①]을 위반하여
정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c)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8조의2 ②,⑤]), 상호출자의 금지 등([9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10조의2 ①]),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제한([8조의3]), 출자총액제한위반([10조 ①]),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
권제한([11조]) 등이 포함되어 있음.
d) [66조 ②]에 근거하여 [66조 ①]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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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징금 부과에서의 주요변수들

■ 규제위반행위(  )
주지하듯, 규제위반행위별로 발생되는 평균적 피해규모는 다
를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담합행위로부터 발생되
는 ‘사회적 피해’는 다른 위반행위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주장한
다 (Kadish, 1963; Coffee, 1991, Wils, 2005; Blair and Durrance,

2008; Lande and Davis, 2011 등).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서도 각각의 규제위반행위별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액
수를 별도로 법률에 명시한다. 이처럼 피해규모가 다른 위반행
위를 통계연보에서는 <표 VI-2>의 일련번호 7과 8을 불공정
거래행위에 포함하여 총 6가지 위반유형으로 분류하지만, 공정
거래법에서는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행위부터 제8
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까지 8개(‘기업결합제한’과 ‘경제력집중
억제’는 제3장에서 함께 규정)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모든

8가지 유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거듭, 규제위반행위별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개연성이 가장 높은 관련매출액을 이용할 수 있
다. 그리고 관련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되는 과징금을 통하여 위
반행위별 ‘실제’ 피해규모와 ‘표면’상의 피해규모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VI-1>에서와 같이 모든 8가지 규제위
반행위에 대하여 분석하기에는 불가피한 자료제약이 있었다. 우
선 <그림 VI-2>에서도 나타냈듯이, ‘기업결합제한’에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반 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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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자에게는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29조])’(<표 VI-2>의 일련번호 7)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
는 9건이고 ‘국제계약의 체결제한([32조])’(<표 VI-2>의 일련번호

8)에 해당하는 사건은 1건도 없었다. 따라서 ‘재판매가격유지행
위’ 및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을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하였
다.400) 이렇듯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기업결합제한 행위와 자
료제약으로 인해 불공정행위에 통합된 두 유형을 제외하자 총 5
가지 유형이 되었다.
한편 ‘경제력집중억제’ 행위에는 1.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8조의2 ②~⑤])’, 2. ‘상호출자의 금지 등([9조])’, 3.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10조의2 ①])’, 4. ‘출자총액제한위반([10
조 ①])’, 5.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8조의

3])’, 6.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11조])’이 포함되
어 있으나, 2009년 3월 개정 이전 법률 기준으로 과징금은 앞의

1~4 유형에만 부과가능하다.401) 그런데 과징금 부과대상인 4가
지 세부유형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왜냐
하면 표본추출기간 동안 ‘경제력집중억제’ 행위는 위의 1~4가지
세부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를 전부 다 합해도 10건에 불
400) 전술한 대로통계연보상에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국제계약의 체
결제한’을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하여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 때
문에 이상의 분류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401) ‘출자총액제한위반’은 과징금 부과대상이었으나, 2009년 3월 25일자로 법
조항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이전인 2005년까지의
심결자료도 포함하였으므로, ‘출자총액제한위반’ 행위도 포함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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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했기 때문이다. 가령 표본추출기간 동안 ‘상호출자의 금지 등

([9조])’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는 단 1건이었기 때문에 독립적
으로 기초통계량을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그림 VI-2> 과징금 분석대상의 5가지 위반유형

주: ･ <표 VI-2>의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나타냄.
･ 경제력집중억제행위(우)에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8조의2 ②,⑤])’, ‘상
호출자의 금지 등([9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10조의2 ①])’,
‘출자총액제한위반([10조 ①])’만이 포함됨.

최종적으로 <그림 VI-2>에서 보듯 분석대상은 총 5가지 유형
으로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 ‘경제력집중억
제(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단
체의 금지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유형이다. <표 VI-1>을 보면, 표본추출기간 동안 5가지 위반유
형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

(        )’로서 668건이었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
위’(        )’가 176건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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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기간(  )
법경제학의 대가인 Posner(1970)를 비롯하여 Cohen(1992) 및

Bolotova et al.(2008) 등은 초과가격(overcharge)의 결정요인으
로서 위반기간을 사용한 바 있다. 즉 위반기간이 길수록 법적제
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본 것이다. 현 법제상에서도 기본과징금
산정 시 위반기간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과징금 고시
Ⅱ.6),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조정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을 단기, 중
기, 장기로 구분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한다(과징금 고시 Ⅳ.2).402)
위반행위별 피해규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 당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위반행위 개시일
로부터 종료일까지를   으로 정의하였다.403)

<표 VI-1>을 보면,   의 평균은 약 18개월이다. 그런데
<표 VI-3>에서 나타나듯, 위반행위별   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과 ‘부당한 공동행위(       )’
가 약 27개월로 전체 평균보다 약 1.5배 길었으며, 상대적으로 과징
금 부과금액이 낮았던 ‘경제력집중억제(        )’ 및 ‘불공정
거래행위(        )’의 약 15개월보다 1.8배나 길었다.

402)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를 단기, 1년 초과 3년 미만인 경우를 중기,
3년 초과인 경우를 장기로 구분하여 위반기간별로 100분의 10에서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03) 이상의 기준은 김일중 외(2010) 및 김일중･전수민(2011)에서 사용한 것
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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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 수(  )
규제위반행위에 참가하는 위반자 수가 많을수록 사회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질 것이다. Posner(1970)와 Cohen(1992)
은 위반행위에 참가한 ‘공모자 수’와 ‘위반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는 (+)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일중 외(2010,

p. 172)에 의하면, 피심인들은 기대편익이 담보되어야 위반행위
에 참가하고자 할 것인데, 이때의 기대편익은 피해와 비례할 것
이다. <표 VI-1>에서 보듯 사건 당 평균 피심인 수는 33개였으며,
최대치는 18,243개였다. 또한 피심인 수를 <표 VI-3>에서 같이
위반행위별로 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가 평균

629개로 다른 위반행위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404)

404)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경우 공정위는 대체로 조합 하나만을 대상으로 과
징금을 부과한다 (즉 한 개의 피심인). 하지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경
우 그 속성상 대부분 여러 구성사업원이 모여 그 위반행위를 하게 될 것
이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표본추출기간 동안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이 부당공동행위인 [26조 ①]의 1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약 75%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심인을 심결례상의 조합 한 개로 분석하는 것이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구성사
업원을 피심인 수로 계상하였다. (물론 이는 다른 위반행위들에 비하여
피심인 수를 늘려, 아래 고의성 지수 관련 논의에서 사업자단체의 형사
처벌 정당성을 다소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좀 더 후술한다.) 한편 경제력집중억제행위에서의 실제 위반자 수는 사
업자단체금지행위만큼은 아니나 공정위가 결정한 피심인 수보다는 클 것
이다. 하지만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므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을 부과 받은 피심인 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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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점유율( )
피심인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관련시장에 대하여 위반행위
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Bolotova et al.(2008)은
시장점유율이 카르텔의 초과가격(overcharge)과 (+)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으며, 시장점유율이 1% 포인트 증가할 때마
다 초과가격을 0.16% 포인트 높인다는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였
다. <표 VI-1>을 보면, 사건 당 평균 시장점유율은 약 72%였다.
위반행위별 시장점유율을 나타낸 <표 VI-3>을 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약 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당공동행위가
약 82%로 높았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약 32%로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와는 무려 약 56%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다. 따라서 (위반
행위별 사이의 직접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단지 예시의
목적을 위해) 만약 앞서 Bolotova et al.(2008)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시장점유율 1% 포인트가 커질수록 초과가격이 약 8.6%
포인트 더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변수(   )
일단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산업들도
존재할 것이다. 가령 특정산업 내에서 거래되는 물량단위가 클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 공
정거래법상 제재금(fine)의 결정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Carree et al.(2010)은 제재금이 산정되는 데 있어서 산업분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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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연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제조업이 (+) 부호에 1% 내에서 유
의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에서 보듯 한국에서도 과징금 부과
건수 및 부과액수에 차이가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위반행위
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위반기간, 매출액, 피심인 수 등이 산업
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는 크게 21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지만, <표 VI-1>에서 보듯 표본추출기간 동안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산업은 총 16개였다.405) 그중에서도 출판･
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이 6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  )이 121건으로 많았다. 한편 많은 과징금
부과건수가 곧 높은 수준의 피해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의 사건 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약 496억 원이지만,  산
업은 약 1조 2,879억 원이었으며, 사건 당 평균 과징금액수도

 산업이 약 160억 원으로  산업의 약 3억보다 53배가량 많았
다. 위반기간 역시  산업은 평균적으로 약 13개월이었으나, 
산업은 약 35개월이었다. 나아가 김일중･전수민(2011, p. 202)
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부당공동행위를 대상으로 형
사고발된 사건의 70%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405)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상품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광공업조사통계보고상의 8단위 분류 혹은 당해 사업자
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과징금 고시 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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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3> 다섯 가지 위반행위별 과징금 관련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 및 순위


규제위반행위

  

백만 원 순위 백만 원 순위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   )
a)

③

경제력집중억제행위
(   )

④

부당한 공동행위
(   )

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

⑥

12,227
1
(49,994)‡
486†
(708)‡

3

11,535†
2
(52,571)‡

†

   c) 
백만 원

순위

†

년 순위
†

  d)
개

순위

†

     e) 
%

순위

†

%

순위

건

순위

†

12,073
(45,641)‡

2

2,754,065
(4,756,145)‡

1

26.7
(23.5)‡

1

1.1
(0.4)‡

3

1.4
(0.6)‡

5

72.4
(25.2)‡

3

2

3

973†
(1,409)‡

3

14,274†
(20,124)‡

4

15.2†
(15.0)‡

4

1.0†
(0.0)‡

4

7.1†
(1.6)‡

2

50.1†
(17.3)‡

4

0

-

29,564†
(118,997)‡

1

722,065†
(2,119,972)‡

2

26.5†
(31.5)‡

2

6.0†
(4.9)‡

2

4.2†
(2.0)‡

4

81.6†
(21.7)‡

2

26

1

72†
(101)‡

5

135†
(196)‡

5

348†
(519)‡

5

19.5†
(21.4)‡

3

629.2†
(2663.4)‡

1

42.0†
(10.9)‡

1

87.7†
(12.8)‡

1

0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b) 257†
(   ) (2,804)‡

4

336†
(3,787)‡

4

71,083†
(700,313)‡

3

14.6†
(12.3)‡

5

1.1†
(0.7)‡

3

5.4†
(15.6)‡

3

32.0†
(26.8)

5

3

2

주) ‧ 2005.1.1부터 2010.12.31까지 추출된 표본수는 940건임. ‧ †는 평균,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a) ‘경제력집중억제’ 행위에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8조의2 ②, ⑤])’, ‘상호출자의 금지 등([9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10조의2 ①])’, ‘출자총액제한위반([10조 ①])’이 포함되어 있음.
b) ‘불공정거래행위에는
’
‘재판매가격유지행위([29조])’, ‘국제계약의 체결제한([32조])’이 포함되어 있음.
c) ‘경제력집중억제’ 행위는 위반액,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였고, 그 외 위반행위유형
은 관련매출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함.
d) ①, ⑥ 유형의 평균 피심인 수는 동일하여 공동순위로 둠.
e) ‘경제력집중억제’ 행위의 시장점유율은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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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부과율(   )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만큼 산
정되며, 1~3차 조정단계를 거쳐 최종 부과과징금액이 결정된다.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은 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부
과기준율’406)을 곱하거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부과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과징금 고시
Ⅳ.1). ‘위반행위 중대성’은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에 따
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407) 결국 부과기준율은  의 기반이
되는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06) 공정위는 과징금고시에 명시된 부과기준율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실제로 집행된 부과기준율을 통계적 수치로서 검
토했기 때문에 ‘법정부과율’과 ‘실제부과율’로 구분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407) 가령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정된 경우 1.5% 이상 2.3% 미만의 범위 내에서의 부과기준율
을 관련매출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한편 2013년 6월 개정
이후,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세부평가기준표(과징금 고
시 ‘별표’ 가~바)의 유형별 산정점수에 따라 결정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혹은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
다 (과징금 고시 Ⅳ.1). 하지만 본고에서의 표본추출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므로 개정 이전의 법정기준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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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4> 위반행위별 법정부과율 및 실제부과율
단위: %
부당
위반행위 시장지배적지 경제력
사업자단체금지 불공정거래행위
위 남용행위 집중억제 공동행위
행위 ([26조 ①])
([23조 ①])
([3 조의2])
규제 ([19 조 ①])
관련 위반액b)
매출액 <28>

관련매출액

위반액
a)
<10>

관련
매출액

연간예산액
<43>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 3.0

10

7.0 ~ 10.0

70

1.6 ~
2.0

80

중대한
위반행위

1.5 ~ 2.3

8

3.0 ~ 7.0

40

0.8 ~
1.6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3 ~ 1.5

5

0.5 ~ 3.0

10

0.1 ~
0.8

20

평균 실제부과율
(   )

1.4†
‡
(0.6)

7.1†
‡
(1.6)

4.2†
‡
(2.0)

42.0†
‡
(10.9)

0.9†
‡
(0.2)

51.2†
‡
(20.8)

중대성의
정도

주) ‧ 이 표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년 개정)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는 평균,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a) < >는   의 관측치 총 489개 중 해당 관측치의 숫자를 나타냄.
b)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는 부당지원행위는 위반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
금을 산정함.

먼저 법률상에서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율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법정 부과기준율(이하, ‘법정부과율’)’은 위반행위별로 매
우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거듭 <표 VI-2>에서 보듯 기본과징금
산정기준은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산정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관
련매출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한다 (권오승 외, 2003, pp.

168-169; 홍대식, 2007, p. 141). 우선 <표 VI-4>에서 본 바와 같
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는 중대
성 정도에 따라 0.3~3.0%, 부당공동행위는 0.5~10%, 불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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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행위는 0.1~2.0% 이내의 법정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408)
다시 말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   에서의  는 법정
부과율로부터 결정된다. 따라서 OECD와 미국이 법제상으로

‘  ≈  ’ 기준을 두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에 비
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법정부과율 기준은 그 자체로 낮
기 때문에 실제 집행 상으로도  의 절대값이 매우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반행위별 법정부과율과 ‘실제 부과기준율(이하,

‘실제부과율’)’을 정리한 <표 VI-4>를 보면, 평균 실제부과율이
각 유형별 법정부과율의 중간값에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표적 사례인 미국에서는 모든 ‘수평적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실제 집행액도

20%에 수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부유형별로 법정
부과율이 달라 실제부과율도 전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와 미국은 주로 담합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모든

유형에

대한

법정부과율과

 ≈  를 1:1로 대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당공동행위의 경우만 분석해도 법정부과율의 범위가

0.5~10%로 비교적 넓은데도 불구하고  의 평균 실제부과율은
4.2%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평균 실제부과
408) 단,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는 부당지원행위의 경우에는 관련매출액 산정
이 쉽지 않아 ‘위반액의
’ 20~80% 범위 내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을 정한다. 위반액을 기준으로 한 경제력집중억제행위는 5~10%, 그리고 연
간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10~70% 범위 내의 법정부
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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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서 OECD 및 미국의  ≈  와 비교하더라도 본고의 전
체적인 논의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가지의 추가 관찰이 가능하다. 첫째, <표 VI-3>에서 보듯
유형별 법정부과율의 기준은 관련매출액의 규모와 정확히 상반
되게 나타난다.  ×   는 피해의 대리변수로서의 개연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관련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피해규모가 커진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만약 A와 B라는 두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 정도가 동일하다면 관련매출액수가 보다 큰 행위에 더
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표 VI-3>에 의
하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사건 당 관련매출액이 평균 2
조 7,541억 원으로 5가지 위반행위 중 가장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제재강도가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법정부과율은 0.3~3.0% 범위 내로 5가지 위반행위 중 가장 낮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09) 반면 사건 당 평균 관련매출액이 약

3억 원인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법정부과율은 10~70%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410) 둘째, 실제부과율을 보면 대개 법에서 규정

409) 이 현상에 대한 한 법조인의 다음 검토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유감스럽

게도 피해의 규모가 커질수록 형량의 크기(여기서는 과징금의 액수)가
체감하는 현상은 비단 과징금뿐만 아니라 양형 일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사정을 오히려 과징
금의 결정이나 양형에서 감형(감액)의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고,
이는 범죄 억지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10) 따라서 (물론 입법과정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우리
나라의 법정부과율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실제피해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
했다기보다는 관련매출액이 클 경우에 대한 기본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여 유형별 법정부과율의 기준을 조정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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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분포하고
있다.

3) 피해 대리변수로서의

 ×   : 추가논의

앞서 규제위반행위별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매출
액 및 기본과징금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OECD 및 미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기본벌금액
산정 시 ‘관련매출액에 법정부과비율 곱한 것’을 피해의 대리변
수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둘을 상당히 참조한 우리나라에서
도 관련매출액의  가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개
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과징금(=  ×   )은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과징금이 피해를 얼마만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과징금은 어떠한
조정단계 없이 해당 규제위반행위가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해규모가 클수록 기본과징금도 커질 것이다. 가
령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 사건에 대하여 100만 원의 관련매
출액이 발생하고 B 사건은 70만 원의 관련매출액이 발생되었다
면 일반적으로 A 사건의 피해규모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것이다.
그래서 A 사건에 대해 5만 원의 기본과징금이 산정되었다면, B
사건의 기본과징금은 5만 원보다 적게 산정될 것이라고 기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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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에서 보듯, 관련매출액은 사건 당 평균 약 3,993억
원이었다.411) 전술한 대로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반액과 같은 다른 산정기준을 사용
하더라도 관련매출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된다. 규제위반행
위별 관련매출액을 검토해보니, 사건 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
반행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지
위남용행위’는 2조 7,541억 원, ‘경제력집중억제’ 행위는 143억
원, ‘부당한 공동행위’는 7,221억 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3억
원, ‘불공정거래행위’는 711억 원이었다.
다음으로 피해의 대리변수로서의  ×   를 검토해보기 위
하여 위반행위별 관련매출액에 ‘법정부과율’을 곱해보도록 한다.

<표 VI-4>에서 보듯 미국의 ‘  ×  ’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가령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사

건 당 평균 관련매출액 2조 7,541억 원에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
른 법정부과율 0.3~3.0%를 곱하면,  ×   의 범위는 83억
원에서 826억 원이 된다. 같은 방식을 나머지 유형들에 적용시
켜보면, 경제력집중억제행위는 7.2≤ ×   ≤14억 원, 부당
공동행위는 36≤ ×   ≤722억 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0.3≤ ×   ≤2억 원, 불공정거래행위는 0.7≤ ×   ≤
14억 원이 된다. 일단  ×   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듭, OECD 및 미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411) 관련매출액의 관측치는 전체 940건 중 400건이었으나, 기본적인 피해규
모의 성격을 추측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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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고 있음
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는 USSG §2R1.1(d)(1) 조항에 기본벌
금액의 산정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의 20%’를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한다. 그리고 OECD는 2002년
보고서를 통해 카르텔을 대상으로 ‘관련매출액에 초과가격

(overcharge)을 곱한 것’을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한다고 하
면서, 14개 사건에 대한 피해 추정액을 계산하였다. 추정된 피
해액의 중앙값은 관련매출액의 15~20% 내에서 결정되어 미국
의  ×  와 매우 유사한 수치가 도출되었다. OECD와 미
국 공정거래법 사건들의  값은 법률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집
행 상으로도 20에 수렴한다는 점을 볼 때 OECD 및 미국법제를
참고한 우리나라에서의  값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앞서 <표 VI-2>의 실제부과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여
러 함의를 제공한다.412)

412) OECD와 미국에서 기본벌금액이 관련매출액의 20%로 산정된 경우는 주
로 카르텔 중심의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위반행위에 대한 평균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당공동행위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사건 당 실제 평균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4.2%에 불과하였으며, 조
정단계를 거친 최종 과징금액은 1.6%까지로 더욱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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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벌칙 부과의 정당성 판단
1) 고발지침상의 고의성 요소
모든 제재수단은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적의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로부터 발생된 피
해가 아무리 커도 만약 공정위에서 적절한 수준의 과징금을 산
정할 수 있다면,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지력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제재만으로는 효율적인 억지
효과를 가질 수 없어 형사제재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제III장에서 보았듯, 특정 행위가 ‘우연히(accidental)’가
아닌 ‘고의적(intentional)’으로 발생했거나 위반행위 자체의 ‘비
난가능성(blameworthiness)’ 정도가 크다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413) 결론적으로 규제위반행위로 인한 ‘총피해’가 매우 크면
서 ‘죄책성(고의성, 비난가능성)’이 클수록 형사벌칙의 정당성이
존재한다.414)
주지하듯 공정거래법상 거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
재를 비롯하여 형사벌칙이 규정되어 있다.415) 각각의 위반행위
는 ‘고발지침’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고발지침 [2조]에 따

413) 더욱 자세한 논의는 김일중(2012a, pp. 127-138)을 참조할 수 있다.
414) 거듭, 죄책성은 국내 법학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대체로 비난가
능성(vorwerfbarkeit)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15) <표 VI-2>에서와 같이,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분류한 8가지 위반유형의
실체적 위반행위에는 모두 형벌부과가 가능하다. 단, 기업결합제한의 절
차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신고위반([12조의2])’과 경제력집
중억제행위의 ‘공시규정([11조의2]부터 [11조의4])’에 대해서는 [69조의2]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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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유형별로 산출된 법위반점수가 세부평가기준에서의 ‘기준
점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법위반정
도가 중대하거나 법위반동기가 고의적인 경우인 것으로 판단하
는 것이다. <표 VI-2>에서 보듯이, 유형별 고발 기준점수는

2.5~2.7점에서 결정된다. 법위반점수는 유형별(고발지침 ‘별표1’
부터 ‘별표5’) 각 참작사항이 갖는 ‘비중치’에 해당 사건에 대한

‘부과수준의 등급점수(상･중･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 점수들의
총계로 산출된다.
참작사항은 크게 ‘위반행위내용’과 ‘위반행위정도’로 구분되는
데, 위반행위정도의 세부내용은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부당공동행위에는 ‘시장점유율’, ‘경쟁제한성’, ‘지역적범위’,

‘이행정도’, ‘적극관여여부’, ‘위반기간’이 검토된다. 여기서 특히
‘적극관여여부’는 다른 위반행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사항으로
서 기본적으로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잠정적으로 고려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여기서 참작사항 비중치는 0.1~0.5 사이에서 0.1단위로 구
분된다. 이상의 방법으로 부과된 유형별 법위반점수는 2.5~2.7
점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416) 여기서 2.5점은 2.7점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비난가능한’ 위반행
416) 가령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주요 참작사항인 ‘위반행위내용’은 0.4의 비중
치를 갖는데, 해당 사건의 행위내용이 입찰담합이라면 부과수준 등급 중
상(3점)을 받아 0.4×3=1.2의 법위반점수를 받는다. 여기에 각 0.1의 비
중치를 갖는 ‘위반행위정도’의 참작사항들에서, 만약 ‘시장점유율(2점)’,
‘경쟁제한성(2점)’, ‘지역적범위(3점)’, ‘이행정도(1점)’, ‘적극관여여부(3점)’,
‘위반기간(3점)’과 같이 등급점수가 부여되면 1.4점을 받는다. 따라서 총
2.6점의 법위반점수를 받아 2.5-2.7의 고발기준점수와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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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기준점수가 될 것이다.
거듭 위반행위정도는 위반행위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하지만
모든 위반행위에서 공통되거나 유사한 의미의 항목들도 존재한
다. 대표적으로 위반기간은 모든 유형에 포함되어 검토된다. 1
년 미만은 하(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중(2점) 그리고 2년 이
상일 경우에는 상(3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음으로 시장점유율
도 시장지배적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에서 모두 고려되는 사항
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고발지침 상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참작사항이 ‘고의성’을 대변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형사처벌의 첫 단계인 고발 여부를 규정하는 지침
을 입법할 당시 이러한 참작사항들은 행위의 고의성 혹은 비난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는데 별 무리가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위반기간이 길수록 위반행위에 ‘자발적으로’ 참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설령 초기단계에는 스스로가 위반행위에 참가
하고 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위반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실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피
심인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수록 자신들의 특정 경
쟁제한행위가 관련시장에 미칠 효과의 확실성을 사전적으로 인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지배력이 담보되기 때문이
다. 반대로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결과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
지므로, 해당 행위가 사후적으로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명되더라
도 사전적으로는 과실(negligence) 또는 무지(ignorance)에 기인
했을 개연성이 커진다. 결국 높은 점유율은 고의성의 한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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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고발지침의 참작항목은 아니지만) 피
심인 수가 많을수록 위반행위에 ‘의도적’으로 참가했다고 봐야
한다. 그간의 경제이론에 의하면, 피심인 수가 많아질수록 각종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높아지는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위반행위
가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지되었다
는 점은 그만큼 강하고 일치된 의도를 갖고서 위반행위에 동참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반기간, 시장점유율, 피심인 수
가 일정 수준 고의성을 반영하는 주요 요소들이라고 상정한
다.417) 이상의 요소들은 전술한 대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에서 가장 두각을 보였다. 후술되듯이 ‘실제 심결
자료’를 통해 나타난 이들 참작사항들의 실제 상대적 순위 합을
구한 다음, ‘입법과정’에서 전제한 고의성 정도와 결합하여 ‘최종
고의성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부재로 명쾌한 방
법론을 찾을 수 없었으나, 이상은 현실과 입법취지를 결합하려
는 취지에서의 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형사벌칙 정당성을 판별하는 두 가지 대리변수: 사회피해

및 고의성
원칙적으로 ‘고의성’을 지닌 특정 위반행위가 평균적으로 매
우 높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여 ‘죄책성’을 성립시키면 형벌부
과의 대상이 된다 (김일중, 2012a, p. 139). 하지만 형벌부과 대
417) 그 외에 특히 적극관여여부 등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제약상 계
산이 불가능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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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부를 확정하게 되더라도 어떤 위반행위가 어느 수준의 형
벌을 부과 받아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림 III-2>에서 ‘고의성’과 ‘직접(기대)피해’의 두 가지 요소들을
각 축에 표시하여 다양한 행위에 대한 형벌부과 기준을 나타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들을 느 수준의 방식으로 재구
성해보고자 한다. <표 VI-5>는 그 재구성을 위한 작업과정을 요
약하고 있다.
첫째,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  (=기본과징금)를 위반행
위별로 구하였다. 단, 여기서 기본과징금은 ‘실제부과율’이 적용
된 값이다. 전술했듯 법정부과율은 위반행위 중대성별로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  값은 범위로 도출된다.
그리고 위반행위별로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실제부과율을 적
용하여 도출된 값이 기본과징금이다. 즉, 기본과징금은 공정위
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판단한 피해규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다. 관련매출액에 해당되는  를 비롯하여 ‘실제부과
율’에 해당되는  , 그리고  ×  의 실제 값 역시 심결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으며, 그 수치들을 정리하여 위반행위별 평
균값을 정리한 것이 바로 앞서의 <표 VI-3>이다. 가령 부당공동
행위의 경우,  ×  의 평균은 296억 원이 되는 것이다.418)
요컨대 공정위 스스로 판단한 ‘관련매출액의  %(즉, 기본과
징금)’를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적절해 보인
다.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OECD 및 미국 공정거래법상 기본벌
418)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피심인이 있고 피심인별로 부과율이 상이한 경
우 해당 사건의 실제부과율은 피심인별 부과율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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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를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한
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왔으며,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주장한
바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지만 고의성의 척도를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우선 국내외 학계에서 보편적
으로 수용되는 선행연구로부터의 객관적 척도가 부재하다. 또한

 ×  처럼 기수로써 나타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선험적
으로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형사벌칙을 결정하는
고발지침에서도 “법위반동기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

칙으로 한다”(고발지침 [2조])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형
사벌칙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고의성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위반자가 얼마나 의도적
으로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려울 것이다.
고의성을 반영하는 지표 발굴 작업이 난제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공동행위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의 결정요인을 분
석한 김일중･전수민(2011, pp. 203-207)에서 고의성의 척도를
규명하고자 부분적으로나마 시도는 하였다. 가령 고의성의 대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추론 하에 위반기간 변수를 확인해보니 위
반기간은 1년 길어질수록 약 15%포인트의 고발확률을 높였다.
본고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고의성의 척도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2단계 작업을 통하여 고의성 지수를
어떻게 고안했는지에 관하여 설명한다.
우선 고발지침 상의 두 가지 요소들(즉 ‘위반기간’, ‘시장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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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어떠한 논리로써 고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419) 이들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표

VI-3>을 보면, 두 가지 요소들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데 해당 순위가 높을수록 (1위에 가까울수록) 다른 위반행위보
다 ‘상대적으로’ 더욱 강한 고의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앞서의 예로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공동행위
의 위반기간은 사건 당 평균 약 27개월로 나머지 위반행위들보
다 고의성이 짙은 위반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반행위별로 각각의 2가지 변수들의 순위를 합하였다. 가령 시
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경우, ‘위반기간(1위) + 시장점유율(3
위) = 4위(  )’로 계산하였다.420)
이상과 같이 구한 값에 <표 VI-2>에 나온 고발지침 상 기준
419) 앞서 고의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항목(위반기간, 시장점유율, 피심인 수)
중 ‘피심인 수’는 법제상의 참작사항이 아니므로 이후 추가 분석 논의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420) 여기서  는 심결자료를 통해 수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구체적
인 사건들의 속성들에 근거하여 실제 집행 상에서의 고의성의 척도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형별로 순위를 매겨 범의의 상대성을 비교해
보았다. 물론 ‘순위’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측정방식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한계점으로서 지적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사벌칙 부과 대상인
행위자의 고의성 정도는 가령 관련매출액과 같이 정확한 수치로서 산정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전통적인 법학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대표적
인 법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한 Cooter and Ulen(2008, p. 487)도 행위자
의 의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고의성의 정도를 나타낸 바 있다. 즉
구체적인 수치로서가 아닌 범위(range)로 고의성을 분류한 것이다. 본고
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수보다는 서수형태의 산정기법을 선택하였다.
다분히 실험적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표 VI-3>의 실제 집행
상 순위는 해당 위반행위가 형벌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
고, 어느 수준의 형벌을 부과 받아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상대적인 척도
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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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인 2.5(  )를 곱하였다. 그러자  ×  의 값은 10으로 산출
되었다. 후술되겠지만 고발에 대한 기준점수가 낮을수록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고의성이 높은 위반행
위에 대한 기준점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행위에 낮은 기
준점수를 책정한 것은 다른 유형들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매
기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는 이
러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입법자 평가에 근거한 고의성을 포
착하는 일종의 가중치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필자는 ‘순위의
합’과 ‘고발지침 기준점수’를 곱함으로써, 해당 유형 사건들의

‘실제특성’과 해당 유형에 관한 선험적 ‘입법취지’에 근거한 고의
성을 동시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
은 방식을 적용하여 <표 VI-5>와 같이 나타내 보았다.421)

421) 거듭 ‘순위’의 도입을 통한 상대적 비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논평자
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평소 가급적 서수(의 합)로써 특정 지수를
만드는 것을 가능한 한 지양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분
석에서 기수화된 점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만만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즉 위반기간과 시장점유율이 ‘고의성’에 미치는 개별 한계효과들 및 그들
간의 관계를 선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상 어떤 식의 기수화작업도 결국
에는 서수화 속성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컨대, 아이큐와 공부
시간이 학업성과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알면서 두 설명변수로써 학업성과
예측지수를 만드는 작업과는 판이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기수화작업이야말로 향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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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5> 위반행위별 피해규모 및 고의성의 대리변수
순위의 합

고발지침
기준점수

고의성
(X 축)

기본과징금
(Y 축)

 a)

 b)

×

백만 원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

4

2.5

10.0

12,073

③

경제력집중억제행위
(   )

8

2.7

21.6

973

④

부당한 공동행위
(   )

4

2.5

10.0

29,564

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

4

2.7

10.8

135

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10

2.7

27.0

336

규제위반행위

주) a)  는 <표 VI-3>의 위반기간, 시장점유율에서 기록한 순위의 합임.
b)  는 고발지침 [2조]의 행위유형별 기준점수임.

앞서 설명한 대로 유형별로 참작사항은 크게 ‘위반행위내용’
과 ‘위반행위정도’로 구분하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0.1단위로

0.1~0.5 사이에서 비중치를 부과한다. 이렇듯 산정된 법위반점
수가 유형별로 2.5 또는 2.7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형
사고발이 가능한데, 전술한 대로 낮은 점수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고의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점수가 될 것이다. 요컨
대 변수들의 순위의 합이 적을수록, 고발지침 기준점수가 낮을
수록 비난가능성이 높은 위반행위가 된다. 하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높은 숫자가 된다면 결국  ×  의 값은 높아져 고의
성 여부가 희석될 것이다. 그러나 둘 다 낮은 숫자라면 절대적
으로 고의성이 높은 위반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표 VI-5>를 보면,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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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위의 합이 4이고 고발지침이 2.5점으로서  ×  의 값이

10이 되어 가장 낮은 점수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5가지 위반행
위 중 고의성이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고의
성이 높을 것이라고 선험적으로 짐작되었던 사업자단체금지행
위도 10.8(=4×2.7)로 부당공동행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높
은 고의성을 나타냈다. 경제력집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는 각각 21.6(=8×2.7)과 27(=10×2.7)이 도출되었으며, 불공정거
래행위의 점수가 가장 높게 산정되어 다른 유형들에 비해 고의
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순히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행위들이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굉장히 낮은
위해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Coffee(1991, p. 237)는 직접피해가 크지 않은
행위에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사제재에 대한 ‘과잉의존

(overreliance)’라고 주장하였으며, Luna(2003, p. 14)는 전통적
범죄행위가 아닌 작은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까지 형사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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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벌칙 관련 법제의 평가 및 재구성
1) 분석결과의 종합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매우 크다면 형사
벌칙부과의 정당성이 담보될 것이다. 이제까지 검토해 본 피해
규모 및 고의성에 따른 위반행위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VI-3>에 고의성의 척도인 ‘  ×  ’를 X축에 두고 Y축에는
피해의 대리변수인 ‘관련매출액의  %(=기본과징금)’을 나타내보
았다. 그러자 5가지 위반행위들의 위치는 크게 세 그룹으로 구
분되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는 오른쪽 상
단에 위치하게 되었고, 경제력집중억제행위과 불공정거래행위는
왼쪽 하단에 위치하게 되었다. 한편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피해
규모는 매우 작으나 고의성은 비교적 높은 오른쪽 하단에 위치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선행연구들에
서 늘 지적해온 것과 같이 부당공동행위가 피해규모 및 고의성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왜
담합행위에 대하여 보다 형벌규제를 엄격히 하는지에 대해 어
느 정도의 설명이 된다.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징
금은 형사처벌의 유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징금은
현재 거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병과될 수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야기한 피해규모는 과징금 부과의 핵심 기
준이다. 본 연구에서 계속하여 주장하였듯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 중의 하나 역시 피해규모이다. 따라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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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판단하는 데에 실효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나아가 최적범죄화의 경계선을 획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과징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VI-3> 위반유형별 관련매출액 기준에 따른 피해규모 및 고의성 수준

주) ‧ X축은 ‘순위의 합(  )’과 ‘고발지침 기준점수( )’의 곱을 계산한 값임.
‧ Y축은 피해의 대리변수로서의 개연성이 높은  ×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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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3>을 보면, 두 그룹(‘1그룹=①, ④’과 ‘2그룹=③, ⑥’)
은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상 Y축 값들의 규모

(scale)가 다소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두 그룹의 구별은 더욱
뚜렷하다. 먼저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오
른쪽 상단에 위치한다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와 일관된다.
첫째, 부당공동행위(④)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①)에 대
한 형사벌칙부과는 법제상으로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대
표적 예로서 미국의 공정거래법인 셔먼법에서는 [1조]와 [2조]에
근거하여 독점과 담합행위에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은 19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 셔먼법과 유사한

‘경쟁법(competit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담합을 규정하고 있
는 [101조]를 중심으로 규제한다 (Carree et al., 2010).
둘째, 수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담합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여 형사벌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가령 전술한 대로

Coffee(1991, p. 237)와 Baker(2003, pp. 42-45)는 담합이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형벌로써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Kadish(1963, p. 436)는 담합이 ‘피해’를 주는 동
시에 경제사회를 ‘위협’할 정도로 피해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형
벌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독점행위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판단된
다. 전술한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자
의 수직적 위반행위는 사회적으로 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422)
422) 즉 담합과는 달리 독점행위는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형사벌칙을 적용하면 과잉억지가 될 수 있다 (Baker, 2003,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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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경계선 내부
에 위치하되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그림 VI-3>에서의 ①과 ④ 유형은
대체로 피해도 크고 고의성도 높아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한편 사업자단체금지행위(⑤)는 사업자단체가 ‘직접 가격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넓게 보
면 부당공동행위의 범주 내에 속한다. 이에 관하여 박수영

(2004, p. 387)은 외국에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대체로 부
당공동행위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별도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표본추출기간
동안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약 75%는 여러 세부유형 중 ‘부
당공동행위의 금지([26조 ① 1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공동행위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423)
Waller, 2003, p. 231; Wils, 2005, p. 153; Blair and Durrance, 2008,
pp. 655-657). 따라서 독점행위의 경우, <그림 VI-3>에서의 위치는 우상
향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의 남용과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23) [26조 ①]의 1호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
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단
체금지행위 내에서의 담합행위를 한 경우를 예로서, 많은 수의 구성사업
자들이 (합산하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면서)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
위를 한다. 가령 82%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현회는 구성사업자
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할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격결정행위’
를 시행한 바 있다 (의결 제2011-112호). 이에 공정위는 해당 위반행위
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보면서 과
징금과 고발을 부과하였다. 또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1,187개의
구성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서 주류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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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Blair and Durrance(2008) 및 Wils(2005)도 담합뿐만 아
니라 ‘수평적 위반행위’에 속하는 규제위반행위들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는 동시에 고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재형(1999) 및 이천현(2003)도
사업자단체 중심의 위반행위는 조직적･체계적으로 발생되기 때
문에 폐해가 더욱 극심하다고 지적하였다. 고의성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그림 VI-3>에서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다. 앞서 <표 VI-5>에서 봤듯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고의성
마진율을 고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의결 제
98-215호).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가 경
쟁제한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로
고발하였다. 이처럼 시장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의 위반행위가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필자도 수긍한다. 조직적이고 악
의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과천시공인중개사회(의결 제2010-101호) 사건과 같이 단지 비구성사업자
와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만 한 경우도 있다. 비바람직한 의도
의 개연성도 일부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 행위 자체를 직접적인 부당공
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하여 단순히 회원관리 차원에서 취해진 행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사회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피해수준을 발생시켰고, 고의적이었는가
를 먼저 파악한 뒤 형벌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26조 ①]
의 2호인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
하는 행위’, 3호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
는 행위’, 그리고 4호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
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공정위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 담합행위에 해당되
는 1호와 2~4호의 과징금과 고발의 부과기준을 차별적으로 결정한 듯하
다. 과징금의 경우, 공정거래법 [28조 ②]에서는 1호에 대해서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2~4호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발의 경우 1
호는 [6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2~4호
는 [6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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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10.8로 부당공동행위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치가 도출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현저히 낮아 현재
로선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었다.

2그룹에 속하는 경제력집중억제행위(③)와 불공정거래행위
(⑥)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좌측 하단에 위치하였
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끼워팔기 및 재판매가격유
지행위는 경우에 따라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촉진하는 등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수준이 높
지 않을 수 있다 (Waller, 2003, p. 231; Wils, 2005, p. 153;

Blair and Durrance, 2008, p. 657). 나아가 Easterbrook(1982,
p. 708)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비롯한 수직적 위반행위의 경
우 시장지배력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피해규모가 작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실제 데이터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건 당 평균 기본과징금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나타나 수백만억 원의 수치를 갖는 1그룹에 비하
여 훨씬 낮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고
의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  도 (1그룹의 세 배 정도인 27로
산출되어) 낮은 수준의 고의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원점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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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4>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 조항들과 범죄의 실제 속성

주) ‧ 이 그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년 개정)을 바탕으로 작
성되었음.
‧ ①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③ = ‘경제력집중억제’, ④ = ‘부당공동행위’, ⑤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⑥ = ‘불공정거래행위를
’ 의미함.
‧ a)~h)는 공정거래법 [14장] ‘벌칙의
’ 대상인 규제위반행위유형들을 나타냄: a)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b) 기업결합; c) 경제력집중억제행위; d) 부당공동
행위; e) 불공정거래행위; f) 사업자단체금지행위; g) 재판매가격유지행위; h)
부당국제계약체결제한; i) 절차적 위반행위(위반행위조사, 비밀엄수의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 위반유형별(①~⑥, ②제외) 위치를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규정들을 ‘대략적으로’ 묘사했던

<그림 V-6> 상에 재배치해 보았다.424) 즉 <그림 V-6>과 <그림
424) 여기서 ‘대략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주요 이유는 <그림 V-6>을 작성할 때
20여 개의 형사벌칙규정들의 (일단 그 정당성은 전제한 채) 피해수준이
나 고의성 정도를 측정하지는 않고 기존문헌의 주장이나 필자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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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3>을 단순히 겹쳐 표현한 결과가 <그림 VI-4>이다. 거듭 <그
림 VI-4>에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각종 공시
규정([11조의2]부터 [11조의4])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규제
위반행위에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김일중(2012a)에서도
언급한 대로 만약 공정위가 현행 법제의 정당성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림 VI-4>에서의 범죄경계선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범죄경계
선이 최적이라면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외에
도 경제력집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도 형벌의 대상이 되
어야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피해와 고의성을 대변
하는 변수들로서 실제로 집행된 사건들을 유형별로 검토해본
결과, 두 그룹의 피해규모와 고의성의 정도는 너무 이질적인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면 경제력집중억제행위(③)와 불공정거래행위(⑥)가 위치
한 좌측 하단에까지 범죄경계선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분석기법이 갖는 실험성에도 불구하
고)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③, ⑥번 유형들은
①, ④번 유형들에 비하여 피해규모도 현저히 낮고 고의성도 매
우 낮다. 거듭 총피해가 작거나 고의성이 낮은 경우에까지 형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과잉의존’이 될 수 있
다. 결국 잠정적으로 ①, ④ 유형들만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상식에 따라 그들의 위치를 잠정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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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의미하는 ⑤ 유형에 대해서는 유
보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부당공동행위의 금지([26조 ①항 1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직
접적인 부당공동행위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유형에
대해서는 사회피해가 현저히 낮으므로 비형벌화가 옳은 방향이
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처럼 모든 세부유형을 함께 규정하
다면 (원칙적으로는 형벌이 정당화되지만) 특정 호의 금지행위
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한다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
다. 따라서 다음 소절에서 보듯이 그 대안으로서 최적 범죄경계
선의 이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형사벌칙 관련 법제들의 재구성
이상의 추론된 결과들로써 범죄경계선을 <그림 VI-5>와 같이
우상향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았다. 우선 ‘1그룹’으로 분류되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는 피해와 고의성이 둘
다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경계선 내에 속하게 된다. 피해
가 극심하거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형사처벌이 아니면 억
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적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6가지 조항(‘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8조])’, ‘지주
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8조의2])’,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13
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당등의 지정 등([14조])’, ‘위반행위의
조사([50조])’ 및 ‘비밀엄수둘의 무[62조])’)들도 범죄경계선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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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을 수 있
겠지만 (법제나 공권력에 대한 불복의) 고의성이 높아 우측의
범죄경계선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425) 그러나 가령

Stuntz(2001, pp. 588-591)의 주장에서와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여 고의성이 낮다면 범죄경계선 바깥에 위
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절차적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6가지 조
항들은 원칙적으로 <그림 VI-5>의 범죄경계선 안에 위치하되
정황에 따라 예외적용이 필요할 듯하다.
반면, ‘총피해’와 ‘고의성’이 낮은 경우에까지 형사벌칙을 부과
하는 것은 과잉범죄화에 해당된다. 이제까지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2그룹’에 속하는 경제력집중억제행위(③)와 불공정거래
행위(⑥)는 원점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426) 따라서 <그림 VI-5>에서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법조항들은 당연히 범죄경계선 바깥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
행위([23조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29조 ①])’, ‘부당국제계약

425) 전술한 대로 공정거래법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절차조항에까지 형사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내 학자들도 대
체로 절차조항에 대한 형벌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과징금이나
비금전적 행정조치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
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피해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시정조치에 대하여
(불복소송 등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공권력 불복이나
기망행위 등 고의성이 높은 경우에는 형벌부과에 대한 정당성이 어느 정
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황에 따른 유동성을 고려하여 범죄경계선 근처에
위치시켰다.
426) 이에 따라 2그룹에 속하는 위반행위유형과 관련된 조항들은 강조를 위하
여 이 근처로 재배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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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제한([32조 ①])’는 범죄경계선 바깥에 위치한 유형 ⑥ 주변
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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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5>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법제의 재구성: 범죄경계선의 이동

주) ‧ 이 그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년 개정)을 바탕으로 작
성되었음.
‧ ①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② = ‘기업결합제한’, ③ = ‘경제력집중억제’, ④
= ‘부당공동행위’, ⑤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⑥ = ‘불공정거래행위’, ⑤' =
(피심인수를 고려하여) 재산정된 고의성지수를 반영한 ⑤를 의미함.
‧ a)~h)는 공정거래법 [14장] ‘벌칙의
’ 대상인 규제위반행위유형들을 나타냄:
a)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b) 기업결합; c) 경제력집중억제행위; d) 부당
공동행위; e) 불공정거래행위; f) 사업자단체금지행위; g) 재판매가격유지행
위; h) 부당국제계약체결제한; i) 절차적 위반행위(위반행위조사, 비밀엄수
의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상의 4가지 위반행위들과는 달리 사업
자단체금지행위(⑤)는 ‘피해’와 ‘고의성’이 정반대적인 모습을 보
였다는 것이다. 즉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는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동시에 매우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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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집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둘 다 매우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피해규모는 5가지 유형
중 가장 낮은 반면, 고의성은 부당공동행위에 준할 정도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고발지침 상의 참작
항목은 아니지만 고의성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피심인 수’를 고
의성 지수(  ×  )에 추가로 적용시켰을 때 더욱 선명하게 나타
난다.427) 거듭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그 속성상 대부분 여러 구
성사업원이 모여 위반행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참여 피심인 수가 월등히 많다. <표 VI-3>에서 보듯 사
업자단체금지행위의 사건 당 평균 ‘피심인 수’는 629개로 1순위
가 되어 가장 낮은 고의성 지수가 산정된다. 이렇듯 피심인 수
를 포함하여 고의성 지수를 계산할 경우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유형들의 위치는 <그림 VI-3>과 별 차이
가 없다. 하지만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그림 VI-5>와 같이 ⑤
에서 좀 더 우측인 ⑤'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경계선 안
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서 사업자단체금지
행위는 형벌대상 범주에 항상 속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
들다. 전술한 대로 표본추출기간 동안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427) 앞서 고의성을 설명하는 항목으로서 세 가지를 들었다. 그중 위반기간과
시장점유율은 고발지침의 참작사항으로서 고의성을 나타내는데 입법상의
정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만 고의성 지수(  ×  )를 나타내었
다. 그러나 전술했듯 피심인 수가 많아질수록 위반행위에 의도적으로 참
가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고의성 지수(  ×  )에 피심인 수를 포함
한 ‘⑤'’를 검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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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유형 1~4호 중 1호인 담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약 75%였다.

1호와 나머지 2~4호의 특성을 분류해서 살펴보았더니, 1호에 해
당되는 경우의 피해 및 고의성 정도가 높았다.428) 가령 피해규
모를 나타내는  ×  경우 1호는 155백만 원, 2~4호는 79백
만 원이었다. 나아가 피심인 수의 경우 1호는 평균 794개, 2~4
호는 148개였으며, 위반기간의 경우도 1호는 평균 약 21개월,

2~4호는 16개월이었다. 요컨대 죄책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서 위반행위의 세부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형벌부과 관련 의견이 혼재되
어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세부유형별로 형벌화 여부가 구분될 것
이기 때문에 <그림 VI-5> 상으로는 범죄경계선 근방에 위치하
게 될 것이다.
한편 유형 ②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제한’은 과징금 부과대상
이 아닌데다 고발지침 상에서도 평가기준점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제까지 그림에서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위반행위들과
마찬가지로 <그림 VI-5>에서 기업결합제한이 어느 위치에 있을
지를 가늠해보는 것은 형사벌칙의 부과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업결합제한의 경우, 미국(클
레이튼법 [7조], [8조])과 유럽연합(합병규칙[139/2004호])은 모두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428) 전술한 대로 공정거래법에서 [26조 ①] 1호와 2~4호의 과징금 및 고발의
부과기준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보아 공정위에서도 1호와 2~4호에 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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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www.ftc.go.kr)에서도 공식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기
업결합은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
업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볼 때 시장지배력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사벌칙부과의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설사 시
장지배력 획득을 위한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사전
심사라는 통제절차가 있으므로 굳이 형벌의 대상으로 삼을 필
요는 없을 것이다 (www.ftc.go.kr).429)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여

<그림 VI-5>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유형 ②와 관련 공정거래법
조항을 원점에 가장 가깝게 표시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림 VI-5>는 공정거래법의 주요 규제위반행위
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한 가지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듯하다. 비록 제한성을 가진 실증분석기법에 근거
하였지만, 도출된 결론은 해외법제는 물론 여러 유력한 문헌들
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
용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들은 피해규모와 고의성의 수
준이 낮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 요컨대
공정거래법제 중 경제력집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유발
피해 평균이 두 위반행위에 비하여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형
사벌칙에서 주요 필요조건인 고의성의 정도도 심각하지 않아

429) 가령 전성훈･황윤재(2010)와 같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해당 결합의
경쟁효과를 사전적으로 조사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다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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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칙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기가 도래
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의 다른 주요 내용인 기업결합에 대해
서도 비형사적 접근방식이 옳다고 본다. 단, 사업자단체금지행
위의 경우에는 부당공동행위에 속하는 [26조 ①항 1호]는 경우
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규모는 작더라도 매우
고의적인 성격으로 죄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피해 및 고의성이 낮은 나머지 세부유형(2~4호)들에
대해서는 비형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함의는 제재수단 측면에서의 비형벌화이지 위법행위 자체
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형사
처벌이 아닌 다른 제재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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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의 결론 및 함의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3조
의2]), 경제력집중억제([8조의2 ②, ⑤], [9조], [10조의2 ①]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19조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3
조 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26조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의 제한([29조 ①]),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제한([32조 ①])의 8가
지 유형 모두에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결합제
한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규제위반유형 모두에 대해서 과징금
또한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재의 강도와 폭이 매우 넓다.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형사처벌은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커서 죄책성이 매우 높
은 위해행위에만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 공정거래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특히 형벌조항들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피해규모와 고의성의 정도
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형벌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
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다. OECD 및 미국의 선
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피해규모의 대리변수로서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관련매출액의  %(=  ×  )’를 근거로 한 법
적조치는 바로 ‘과징금’인데, 전술한 대로 현재 거의 모든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940건의 과징금 부과대상 사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

558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다.430)
거듭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잘 반영하여 제재를 적절히 부과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우선 피해의 대리변수로는 선행연구
등을 근거로  ×  를 사용하였다. 사실 그동안 국내학계에
서 관련매출액이 피해액의 산정근거라는 추측은 많았으나, 구체
적인 근거로서 설명된 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관
련매출액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중요한 추론을 토
대로 유형별 관련매출액과 기본과징금을 확인해보았다. 다음으
로, 고의성을 잠정적으로 설명한다고 판단된 요인들(위반기간,
시장점유율)의 위반행위별 ‘순위의 합’에 일종의 가중치를 주기
위한 ‘고발지침 기준점수’를 곱하여 고의성의 정도를 규명해보
았다. 표본추출기간 동안의 심결자료를 통해 수집한 기초통계로
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실제 집행수치와 현행 법제에서 규정한
기준점수를 통해 해당 위반행위 사건들의 ‘실제 특성’과 해당 위
반행위 에 대한 선험적 ‘입법취지’를 모두 반영한 고의성 지수를
만들고자 한 시도이다.
분석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피해규모가 높은 위반행위가
고의성 수준도 높다는 실증적 발견이었다. 대표적 예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되었던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피해규모 혹은 고의성의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는 모든 측면에서

430) 또한 자료제약으로 인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과 부당한 국제계
약체결 제한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포함시켜 총 5가지 유형의 형사
처벌 대상 위반행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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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피해규모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  의 경우 부당공동행위는 사건 당
평균 약 296억 원, 시장지배적남용행위는 121억 원의 평균값을
보여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반대로 불공정거래행
위, 경제력집중억제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건 당 평균

10억 원 미만의 수치가 산정되었다. 또한 고의성 지수는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인)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서 경제력집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보다 각각 약 2.2배와

2.7배 높게 도출되었다. 한편, 이상 상호 뚜렷이 구분되는 네 위
반행위들과는 달리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피해규모는 평균 1억
원으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
위남용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고의성 지수가 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모두 높은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는 1그룹, 그리고 둘 다 낮은 경제력집
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2그룹으로 극명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차별성이 명백한 두 그룹의 위반행위들에 대한 제재방
식과 수준 또한 달라야 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그룹(특히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적절하다는 것이 본 분석에서 도출되는 주요 함의
이다. 단,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경우 피해규모는 적은 반면 고
의성은 높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세부검토가 필요하다. 담합
행위에 해당되는 [26조 ①] 1호는 피해규모가 작더라도 고의성
이 매우 높아 죄책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형벌화
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세부유형(2~4호)들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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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방해하는 등 상대적으로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모두 낮아 형사처벌의 정당성이 낮다. 또한 기업결합
제한은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반행
위를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장점
도 있으므로 비형벌화가 옳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위반행위별 ‘죄책성’의 정도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극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
법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거의 유사한 정도의 형사벌칙을 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본 연구의 분석기법에 따르면 현
행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은 전반적으로 ‘과잉범죄화’ 상태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벌칙이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총피해’와 ‘고의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2그룹의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즉 경제력집중억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제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피
해규모는 작더라도 고의성이 높을 수 있는 [26조 ①] 1호의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형벌화를 규정하고,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모두
낮은 2~4호에는 비형벌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총 940건 중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취한 것
은 총 31건으로서 3%에 지나지 않는 사실 또한 현재의 형벌화
가 ‘과잉’일 수 있다는 심증을 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에는 절차적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6가
지 조항이 있다. 숙고 결과 이들도 원칙적으로는 범죄경계선 안
에 위치할 수 있다고 본다.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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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법제나 공권력에 대한 불복의) 고의성이 높아 우측의 범죄
경계선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령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여 고의성이 낮다면 범죄경계선 바깥
에 위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절차적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6가
지 조항들은 범죄경계선 안에 위치하되 정황에 따라 예외적용
이 인정되도록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물론 비형벌화만이 궁극적인 답은 결코 아닐 것이다. 적절한
억지력의 확보가 관건인데, 최소한 과징금제도가 정상화되기만
해도 보다 정확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심증을 강하게 갖
게 된다. 첫째, 과징금 부과액수의 정상화이다. 주지하듯

 ×  가 피해의 대리변수라는 근거를 마련해준 OECD 및
미국에서는

현행

법제를

비롯하여

실제

집행

상으로도

‘  ≈  ’만큼을 기본벌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
라에서의 사건 당 평균 기본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의 약 1.7%
에 불과하였다. 카르텔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OECD와
미국과의 직접적 비교를 위해 전술한 부당공동행위의 경우만
국한해 보더라도 약 4.2%로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둘째, 과징금 결정단계에서의 재량권한 정상화이다. 일단 각
위반행위별  ×   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김일중(2010a, p. 281)에서는 사건별 기본과징금 액
수를 100이라는 기준수치로 삼고 3단계의 조정단계(의무조정과
징금, 임의조정과징금, 최종부과과징금)를 기준수치에 비례한

‘경감률 인덱스’들로 전환하여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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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경제적) 특성이 명백하게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
위 간 인덱스들의 분포는 매우 흡사하였다. 환언하면, 위반행위
간 존재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되는 특히 피해규모나 고의성에
서의 차별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더욱 중요한 발견으로
서, 단계가 지날 때마다 경감수준이 늘어나므로 인덱스의 절대
크기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표준편차는 급증하였다. 이는 마지
막 단계로 갈수록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경감재량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일중(2010a)에서 마지막 단계인 최종부과과징금에 이
르면 상기 인덱스는 평균 54.3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거듭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도 확인되었다. 표본 전체로 보아 기본과징금은 전술한 대로 관
련매출액의 1.7%였으며, 최종부과과징금은 0.8%에 지나지 않았
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형사처벌이라는 최후수단
을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과징금제도의 정상화 필요성이 시급해
보인다. 첫째, 적절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 및 최종
부과과징금의 관련매출액 대비 부과율에 대한 심각한 적가 필
요해 보인다. 둘째, 조정과정에서의 경감 관련 일정 수준의 재
량권은 확보하기 인정할 수 있으나 지나친 자의성 개입을 최소
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종부과 단계에서의 좀 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정기법을 발굴해내기 위한 노력이
학계에서 많았으나, 무수한 숫자의 위반행위들 각각에 대하여
실제로 사중손실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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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그나마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관련매출액의  %를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사
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
식을 취하였다. 나아가 고의성에 대한 산정기법은 선행연구의
부재와 자료제약으로 인하여 다분히 실험적인 시도임에 틀림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은 현행 법제와 공정위의 심결에
매우 충실한 기반을 두고 수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
인 예로서,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본과징금(및 최
종부과과징금)이 4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두 행위의
피해규모를 동일한 그룹으로 묶을 수는 없다. 만약 후자의 값이
과소계상되었다면 과징금부과 관련 현행 법제(및 심결)가 잘못
된 것임에 틀림없다. 고의성지수 계산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
할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거듭, 최초의 시도이므로 실험
성을 다분히 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과잉범죄화 논의에서 실증적 기초를 제공하며 나아가 더욱 정
교한 실증분석들을 촉발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431)

431) 한 논평자는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서
수’의 관점에서 계량화하여 서로 비교하는 본 연구의 분석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를 다른 범죄영역의 과잉범죄화 관련 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흥미를 보였다. 그러면서 고의성이 다분히 상대성을
내포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과연 어떤 범죄와 비교할 것인지의 비교영역
을 획정하는 문제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공정거
래법에 속한 위반행위들에 대한 비교작업이므로 그 어려움이 덜했으나,
특정 단일 위해행위의 고의성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은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바라건대 필자는 향후 이런 분야에서도 창의적인 연구가 계속
출현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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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과 주요 분석결과

■ 문제제기
현재 한국에서는 심각한 속도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고, 행
정규제는 여전히 창궐의 수준에 머무르며 매년 위반자들 중 75
만 명 이상이 매년 형사기소를 당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에게 위
협을 주는 형법상의 전통적인 일반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이 세 가지 눈에 띄는 경험적 관찰을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한국의 전과자 수는 약 1,100만 명에 근접하여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약 22%로서 수준과 증가속도가 심히
우려될만한 수치이다. 둘째, 한국에서 각종 행정규제를 위반했
을 때 부과되는 매우 다양한 제재수단 중 형벌의 비중은 무려

44%에 달하고 이른다. 2010년 한국의 전체범죄는 약 192만 건
을 초과하였고 그중 행정범죄는 약 51%나 차지하고 있다. 1982
년 일반범죄건수를 추월한 이후 약 20년간 증가세가 매우 가팔
랐으며 일반범죄건수의 2배가 넘는 해도 많았다. 비록 최근에
그 증가추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한국의 범죄발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되는 행정규제가 많다는 의미이다. 셋째, 그 이전에도 꾸준
히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일반범죄 증가추세는 매
우 빠르다. 특히 시민들의 공공안전에 가장 큰 위협적 범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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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되는 강력흉악범죄의 발생추세는 우려할만하다. 증가율 평
균이 2000년대 전체로는 4.6%이지만, 최근 4년간은 7%대를 훌
쩍 넘어 갔다.
특별히 일반범죄발생의 가파른 증가현상이 무엇으로부터 비
롯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
유가 있을 것이나 경제이론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범죄억
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원인
은 역시 ‘과잉범죄화’, 특히 무수한 행정규제 위반행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 입법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시각이었다.
왜냐하면 현재 법집행은 심각한 자원제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검찰의 법집행이 이 행정범죄자들의 기소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체증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연적으로 법원에서의 유죄판결인원이나 궁극적으로 매년 양산
되고 있는 전과자의 절대숫자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더욱이 (대략적으로) 7할이나 되는 높은 비율로써 행정규제위반
자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정책입안가는 물론 학자도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따라서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과잉
범죄화(overcriminalization)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과잉범죄화에 대한 상식적 수준에서의 정의는 다른 제제수단
으로써 통제해왔거나 통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
과하는 현상이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형벌조항의
사회적 한계편익이 없거나 그 한계비용이 더 높을 때 한 사회는
과잉범죄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사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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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허용할 수 없기에 형벌이라는 강력 제재수단을 사용하
여 금지시켜야 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
게 많은 숫자의 형벌조항이 존재해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다. 통상의 ‘도덕적 비난가능성(moral blameworthiness)’과는 무
관한 행위에 형벌이 가해지므로 극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모든
행위에는 형벌위험이 뒤따른다. 경제주체는 그 위험 여부를 판
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잉범죄화의 극단적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민들의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경찰은
검거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법에 근거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집행기관의 지나친 법집행에 대하여 법
원도 어찌 할 수 없게 된다.
형벌 사용이 용이한 사회에서 모든 경제주체는 형벌을 오히
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인
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형벌은 가령 경쟁자를 축출하여 지대

(rent)를 창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대를 확보하고자 모든 형사절차를 포획하려는 이른바 특
수이익집단들의 유인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게 예측된다. 일상의
경제행위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형벌의 대상(예: 살인, 역모, 강
도, 강간, 폭행, 횡령 등)에 사용되던 수식어들(예: ‘잔인’, ‘파렴
치’, ‘사회파괴적’, ‘비도덕적’, ‘문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범
죄화시키려 하고, 또는 설사 이미 형벌의 대상으로 된 행위에
대해서도 그 처벌강도를 한껏 높이려는 각종 입법화 노력을 한
다. 이렇게 법에 의해 무장된 법집행기관은 무소불위의 모습을
띠게 된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각종 행정규제를 관장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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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료들 역시 규제위반자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수반
될수록 법집행 과정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을 갖게 된다. 역사가 잘 증명하듯이 지나친 재량권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편익으로 연결되므로 부패의 근원이 된다.
물론 과잉범죄화 현상에는 입법자의 사적 이해관계 또한 큰
기여를 했다.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항상 경쟁적인
입법수요에 직면해 있다. 결국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치적
으로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의 요구가 거세지면 입법자들은 이
를 더욱 들어주게 된다는 명제는 자명하다. 따라서 이익집단들
이 자신들의 가치나 선호에 어긋나는 타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면 정치인들은 그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20세기에 관찰할 수 있는 과잉범죄화 현상 중에
는 이렇게 특수이익집단들의 지대추구를 위한 요구뿐만 아니라
입법자 스스로의 선호 때문에 발생한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었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전 분야에서 진행되는 과잉범
죄화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경제주체들은 늘 불안하고, 억울하
고, 그래서 납득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법체계 전반을 불신
하게 된다. 주지하듯 위해행위에 대한 ‘최후수단 또는 후방방어
벽(last resort or as back-stop)’이라고도 불리는 형벌(criminal

punishment)은 가장 강력하고 낙인효과까지 동반하므로 ‘예방적
질서(preventive order)’를 위해서 가급적 비형벌적 제재수단을
동원한 후 불가피할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출현했던 무수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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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들은 사실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 행위들에 대한
형벌의 확장’을 꾀하면서 발생한 범죄유형이 급팽창하였다. 대
략 20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규제범죄(regulatory crimes)’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다. 말하자면 행정범죄의 창궐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과잉범죄화는 한 경제 내에서 무수한 부작용을 초
래하였다는 주장과 연구는 축적된 지 오래되었다.
이상 한국사회의 ‘과잉범죄화’에 대한 우려는 (학계는 물론) 정
부부문 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되었던 듯하다. 하지만 한
국 사회에는 아직도 탈범죄화 또는 비형벌화(decriminalization)가
필요한 부문이 무수하게 존재하며,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형사처
벌 법제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필자는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정책입안가들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서 탈범죄화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
었는지에 관해서는 수없이 자문해본다. 그리고 이내 그 답은 “아

니다” 쪽으로 기운다. 아직까지는 다분히 거대담론적 경향이 크
다는 판단이다.
일례로서 현재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3조의2]), 기업결합의 제한([7조 ①]), 경제력집중억제([8조
의2 ②~⑤], [9조], [10조의2 ①]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19
조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3조 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위([26조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29조 ①]), 부당한 국
제계약의 체결제한([32조 ①])의 법이 규정한 총 8가지 유형의
규제 모두에 대하여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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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위반유형에 7개 모두에 대해서 과
징금 또한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국
가로부터의 제재 강도와 폭이 매우 넓다.
특히 이렇게 광범위한 행정형벌 관례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형성에 큰 기초가 되었던 미국이나 EU의 법제와는 현격한 차이
를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에 근거
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공정거래법상 형벌의 대상
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심결수와 고발횟수를 검토하면 사
뭇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부당공동행위의 고발사건은 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한 해 평균 0.5건도 되지 않다가 표본기간
인 2003년에 갑자기 5건으로 늘어났다. 세부수치를 살펴보면,

10년 동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2건, 경제력집중억제규제 2
건, 부당공동행위 43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5건, 불공정거래
행위 7건으로서 총 69건이다. 이는 동 기간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한 심결수의 2.4%에 지나지 않는다. 10년간의 고발
중에서도 6할 이상은 부당공동행위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업자
단체금지행위까지 포함하면 8할을 훌쩍 넘는다.
이 수치들에 근거하여 한국의 공정거래법제 역시 미국이나

EU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형사고발은

사실상 별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하더라도 부당공동행위에 집중
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사실상 화가 국제기준상 별 문
제 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논리
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집행이 부당공동행위에 집중되

어 있다”는 점과 “모든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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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있다”는 점은 사실 상당 수준 무관한 주장이다. 형사처
벌 법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주체들은 물론
법집행자들의 유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입법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해왔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도 있다. 반대로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히 판
단해왔다면, 그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한 비형벌화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한 고발 빈
도가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한 심결수의 1% 및 (사업자단
체금지행위까지 제외하면) 0.5%에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 자체는 형벌화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해
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벌조항들에 관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었다. 형벌화 반대론자들의 주장만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전
술한 대로의 ‘낮은 실효성’이다. 즉,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
위들은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써 처리될 뿐 형벌
규정들의 실효성은 낮다고 주장되고 있다. 통계연보상의 낮은
고발비중을 볼 때 이 주장은 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령
기업결합제한 관련 위반행위에는 위 10년 동안 단 한 건의 형사
고발도 부과되지 않았다. 두 번째 논거는 (부당공동행위를 제외
하고) 여타 위반행위들은 ‘낮은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 내
지는 고의성(mens rea)’을 갖는다는 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논거 모두 비형벌화의 충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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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첫째에 대한 반론으로서, 전술한
대로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히 형벌의 과소집행을 하고
있다면 비형벌화보다는 정상집행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둘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지배력의 남용행
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 또는 주주의 희생에도 불구하
고 이루어지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갖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타 위반행위들의
소위 ‘죄책성(culpability)’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비형벌화 여부를
쉽게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거듭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형사처벌은 거듭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커서 죄책
성이 매우 높은 위해행위에만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
라서 한국 공정거래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특히 형벌조항들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피해
규모와 고의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유
익해 보인다. 그래야만 현재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
법상의 각종 규제위반 관련 비형벌화 논의가 비로소 의미를 가
질 것이다.

■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상의 경험적 관찰과 그에 관한 해석, 진단, 그리고 막연하
게나마 떠오른 처방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크
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행정형벌의 과잉성 문제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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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유형과 피해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과잉범죄화’의 부정적 측면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서 탈범죄화 혹은 비형벌화 필요성은 전술한 대로 국내에서 간
간이 인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잉범죄화의 정의, 원
인, 유형, 부작용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존 주장들
을 보완하며, 향후 법집행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제언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물론 과잉범죄화의 ‘과잉’을 논하기 위해
서 적정 수준의 범죄화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
였다. 2) 과잉범죄화 논란이 많은 법제들 중 하나를 선별하여
그 실체적 측면과 법집행과정을 검토한 후, 앞서 논의된 과잉범
죄화 관련 법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켜 보았다. 구체적으로, 공
정거래법을 대상으로 행정형벌 부과에 관한 정당성을 본격적으
로 검토한 후, 향후 바람직한 제재방식을 숙고하였다. 3) 과잉
범죄화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적 수준에서의 정
책함의를 탐구해보았다. 다만, 이 작업은 입법․행정․사법의 정부

3부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성격을 띠
므로, 본 연구에서는 매우 기초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
음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제I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전통적 학설이
었던 응보론과 억지론,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경제학적 논의 및
그에 근거한 과잉범죄화 이론에 들어가기 이전, 오랜 기간 법학
계에서 축적되어 왔던 처벌의 큰 두 가지 목적에 포함된 다섯
가지 세부목표들을 간략히 개관하였다. 이는 경제학계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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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덜 알려진 전문용어들은 물론 각 이론들의 핵심을 이해함으
로써 제II장 이후의 본격적인 논의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제II장은 죄책성, 범죄, 형사처벌 등에 관한 다분히 서베이 성
격을 갖는 이론․법제적 논의를 하였다. 먼저 모든 논의의 기초
가 될 수 있는 ‘범죄의 정의’를 기존 학계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
는지 개관해보았다. 이렇게 형벌대상을 탐구하는 작업은 ‘과잉
범죄화’를 논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 정의상, ‘과잉’을 따지
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을 먼저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과
정을 통해 ‘범죄 = 형벌대상행위’ 식의 순환적 정의가 기존 법학
또는 범죄학계에서는 의외로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되었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형벌의 목적’에 관한 기존 학계의 방대한 논쟁과 그
역사를 정리해보았다. 즉, 크게 보아 ‘응보론’과 ‘억지론’에 관한
논쟁인데, 전통적인 법학에서는 전자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주
류이론의 위치를 차지해왔다. ‘법학계와 경제학계의 사이의

(inter)’ 상이한 형벌이론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앞서, 우선 이
‘법학계 내에서(intra)’ 존재했던 이론과 주장의 차이를 검토하였
다. 다음으로 ‘형벌의 목적’에 관하여 이제 법경제학 시각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개관하였다. 형사처벌에 대하여 법경제학자들은
지극히 고의적이고 강제적인 부의 이전과 같은 행위, 즉 ‘죄책
성’을 성립시키는 행위들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믿음으로부터 그
목적을 도출한다. 따라서 죄책성 있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
지가 깔려 있으므로 처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억지론’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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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훼손은 강도의 피해당사자나 그 소식을 접한 이웃사람
들을 넘어서는 ‘범사회적이고 동태적인 피해’라고 간주할 수 있
다. 환언하면 ‘확장된(extended) 피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에 근거하여 처벌의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그
행위를 억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경제학적 시각이
갖는 비교우위를 논리 및 사례로써 도덕철학적 입장과 비교하
였고, 이렇게 ‘형벌의 목적’과 ‘죄책성 결정요인’ 하에서 ‘범죄영
역’은 자연스럽게 획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제III장에서는 형사적 제재수단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을 본격
적으로 논의하였다. 범죄에 대한 법경제학 연구는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나 “범죄란 무엇인가?”(즉, “형벌의 대상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탐구는 1980년대 중반에야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범죄의 (최적)영역’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였다. 우선
그간의 핵심 연구들을 바탕으로 ‘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법경
제학 이론을 정립해보았다.
관련 이론들에 깔린 핵심적인 시각들을 우선 종합해보면 다
음과 같다. 일종의 함수관계로서, 형벌의 대상을 결정할 때 ‘형
벌목적’과 ‘죄책성’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다. 법경제학에서
형벌의 목적은 억지에 있으므로 응보나 기타 목적과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죄책성 또는 그 정도를 결정하는 요
소들이 중요한데,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는 해당 행위가 야기
한 총피해(직접피해+확장피해), 고의성, 자산불충분성 등이 죄
책성을 결정하는 대표적 요소들이다. 결론적으로, 법경제학에서
의 형벌의 대상, 즉, 범죄는 그러한 ‘죄책성이 커서 다른 제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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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다 형벌로 더욱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전술한 ‘확장피해’는 형법에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부 또는 후생의 손
실이 때로는 행위의 피해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
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끝으로 ‘총피해’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총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을 파악해보았다.
추상적으로 또는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비난가능성’과 같
은 기준보다는 특정 유형의 행위 및 그 피해가 갖는 경제학적
속성에 기초하여 구분작업을 한만큼 이들에 바탕을 둔 ‘범죄화’
내지는 ‘범죄경계선’에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신종 위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IV장에서는 과잉범죄화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과잉범죄화의 원인을 개관하였다. 특히 경제학적 시각에서
과잉범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검토하였다. 요컨대 정
치권, 법집행기관, 그리고 각종 이익집단에 연루된 유인이나 이
해관계 때문에 (과소범죄화보다는) 과잉범죄화 쪽으로의 편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가령 ‘예
비범죄’, ‘소지범죄’, ‘위협범죄’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범죄들이
큰 숙고 없이 도입되었다는 주장을 소개하였다. 특별히 행정규
제와 과잉범죄화는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명제를 강조하
였다. 행정규제의 급증은 일면 범세계적 현상으로서, 위반을 막
기 위한 제재수단들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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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형벌에 거의 무차별
적으로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보였다. 요컨대 ‘행정규제 ⇒ 형사
처벌 ⇒ 과잉범죄화’의 연계(nexus)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어 과잉범죄화를 좀 더 심도 있게 논하기 위하여 그 유형
의 구분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미 제III장에서 총피해와 고의성
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범죄유형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필자
는 법경제학적 근거에서 합당한 사회최적 ‘범죄경계선’을 도출
하였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과잉범죄화에 관한 기존 법학
계 연구에서 주로 지적된 범죄유형들은 이 범죄경계선을 활용
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범죄경계선을
통하여 각 유형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엄격책임범죄의 무리
한 확장’,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행위들에 대한 형벌의
확장’, ‘피해가 낮은 위해행위로의 형벌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성
립된 범죄유형의 세 가지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
지 유형 모두 궁극적으로는 넓게 보아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형
벌부과 현상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제한된 검찰자원 하에서 (전술한 바와 같

이) 행정규제위반자에 대한 형사기소가 집중될수록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일반범죄 발생비가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설
을 검증했던 필자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요컨대 법집행이 행정
범죄로의 쏠림현상을 보일 때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존
재’와 ‘정도’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가령 특정 연도 특정 지
역에서는 행정범죄기소인원의 증가분만으로써 그해 해당 지역

580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일반범죄발생 총수의 5%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
로 행정범죄로의 쏠림현상에는 상충효과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
의 주요 가설을 실험적이지만 비교적 명백하게 입증한 실증분
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제V장과 제VI장은 본 연구의 사례분석이다. 제IV장에서 과잉
범죄화의 원인에 관한 일반론,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
및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을 검토하였으므로 이들 두 장에서는
특히 과잉범죄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두 번
째 유형(즉, 행정규제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제를 하나 선택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사실 과잉범
죄화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규제법들은 그야말로 무수히 많다고
판단되지만, 형사처벌 사용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 할 것 없이
매우 많았던 공정거래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V장에서는 우선 공정거래법의 등장배경, 미국
과 EU의 공정거래법제를 간략히 개관하였다. 1980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은 거의 20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형태
를 갖추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규제위반자에게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 9가지 종류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발과 과징금이다. 제정된 후 1990년까지 십 년간 23건에 불과
했던 고발건수가 1991년부터는 매년 평균 10건 정도씩 발생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결코 힘들다. 공정거래법상 실체적 위반행위 대부분
은 형사벌칙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연보(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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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12, p. 32)의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1981년
부터 2012년까지 처리한 공정거래법 전체 사건 12,587건 중

1.5%인 192건만이 고발되어 낮은 고발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 절에서는 한국 공정거래법에 포함되어 있는 형사벌칙
조항들에 대하여 법경제학적 논리들을 적용해보았다. 제III장에
서 검토한 형사처벌 정당화의 기준이 되는 ‘죄책성’ 요건들을 위
주로 점검하였다. 즉, 총피해(직접피해+확장피해), 고의성, 자산
불충분성 등의 세부요소들을 해당 규제조항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 문헌들의 주장도 관련 위반행위별로 소개하였으
며, 대부분의 법경제학 문헌들은 부당공동행위와 (부분적으로)
시장지배력남용행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한 형
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VI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행정형벌 부과의 정당성에 관
한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거듭 형사처벌 부과의 정
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히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잘 반영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정량적으로 쉽게 계측할 수 있다
면, 이제까지 본 연구에서 다루어 온 과잉범죄화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초기 필자를 가장 당혹케 만
든 것은 특히 피해규모의 측정작업이었다. 그런데 다음의 세 가
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물론 OECD에서 벌금
또는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때 피해의 대리변수로서 활용해 온

‘관련시장의 일정 비율(  ×  )’ 논리였다. 둘째, 그들 미국
과 OECD의 경쟁법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 온 한국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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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정확히 이  ×  를 (외국의 민사
금전벌에 해당하는) 기본과징금 산정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셋째, 2007년 316건을 위시하여 2000년대 들어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연평균 100건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표본크기를 확보하는데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었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2004년에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기본과
징금을 유형별로 ‘관련매출액(혹은 그에 상응하는 특정금액)의
 %(=  ×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과

징금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의 환수를 그 목적으로 한
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사회적 손실과 동일(독
점이윤 + 사중손실)한 정도로 법적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내부화
를 지향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점을 공정위
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2004년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
료, 언론기사 등에 미루어 보건대, OECD기준과 미국법제의 영
향을 받았다는 점은 공정위를 포함하여 국내학계에서 대체로
공유되고 있다. 그런데  ×   는 앞서 OECD 및 미국에서
피해규모를 구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애초 의도와는 별개로 한
국에서의 관련매출액도 사실상은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임하였다. 전술한 대로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잘 반영하여 제재를 적절히 부과하는 것
은 무척 중요하다. 첫째, 피해의 대리변수로는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피해규모의 대리변수로서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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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관련매출액의  %(=  ×  )’를 사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 법적조치는 바로 ‘기본과징금’인데, 현재 거의 모든 위반행위
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940
건의 과징금 부과대상 사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고의성을 잠정적으로 설명한다고 판단된 요인들(위반기
간, 시장점유율)의 위반행위별 ‘순위의 합’에 일종의 가중치를
주기 위한 ‘고발지침 기준점수’를 곱하여 고의성의 정도를 규명
해보았다. 표본추출기간 동안의 심결자료를 통해 수집한 기초통
계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실제 집행수치와 현행 법제에서 규
정한 기준점수를 통해 해당 위반행위 사건들의 ‘실제 특성’과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선험적 ‘입법취지’를 모두 반영한 고의성 지
수를 만들고자 했던 필자의 시도였다.
분석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피해규모가 높은 위반행위가
고의성 수준도 높다는 실증적 발견이었다. 대표적 예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되었던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대부분의 변수들에서 피해규모 혹은 고의성의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는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집중억제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피해규모와 고의성
모두 낮게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피해
규모는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
위남용행위와 버금갈 정도의 높은 고의성 지수가 산정되었다.
종합하면, 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법학과 범죄학의 기존 이
론을 개관한 후, 이제까지의 법경제학 논리들을 집합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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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확장하는 작업은 한국경제에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확신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적범죄화의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비로소 과잉범죄화의 논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에 해당하는 한국 공정거래
법상 형벌조항들의 정당성을 확인해보았던 실험적 작업은 여러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피해규모’와 ‘고
의성’을 잘 반영하여 제재를 적절히 부과하는 것이 모든 실정법
분야에서 으뜸가는 원칙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실제 집행되
고 있는 사건들의 피해규모와 고의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
해봄으로써, 현재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위반 관련 비형벌화 논의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와 같은 방법론이 다른 실정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활용가능할
것이지만, 고의성과 피해규모가 갖는 상대성이나 주관성으로 인
하여 시급한 일반화보다는 아무래도 과잉범죄화가 강하게 의심
되는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그
과정에서 더욱 창의적인 기법들이 출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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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범죄화를 위한 정책함의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줄이고 향후 그 심화를 억제하는 정책
방향에 관한 간략한 논의를 일반적 수준에서 전개하기 이전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으로 다루었던 공정거래법제와 직결된 함의
를 제시한다. 제VI장의 분석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 다섯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분석하였다. 피
해규모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  의 경우 부당공동행위는
사건 당 평균 약 296억 원, 시장지배적남용행위는 121억 원의
평균값을 보여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편의상 이들
을 ‘제1그룹’으로 칭한다.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와 경제력집중
억제행위(이상 ‘제2그룹’), 그리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건
당 평균 10억 원 미만의 매우 낮은 수치가 산정되었다. 또한 고
의성 지수는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는데, 경제력집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보
다 각각 약 2.2배와 2.7배 높게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
상호 뚜렷이 구분되는 네 위반행위들과는 달리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의 피해규모는 평균 1억 원으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고의
성 지수가 산정되었다.
따라서 위반행위별 ‘죄책성’의 정도는 크게 보아 두 그룹으로
대분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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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부분은 분류가 단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극단적 분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
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거의 유사한 정도의 형사벌칙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본 연구의 분석기법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칙은 전반적으로 보아 ‘과잉범죄화’ 상태라
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 듯하다.
따라서 형사벌칙이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총피해’와 ‘고의
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제2그룹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즉 경제력집중
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그리고 기업결합제한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규모는 작더
라도 고의성이 높을 수 있는 [26조 ①] 1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형벌화를 규정하고,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모두 낮은 2~4호
에는 비형벌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총 940건 중 공정거래위
원회가 형사고발을 취한 것은 총 31건으로서 단지 3%에 지나지
않는 사실 또한 현재의 형벌화가 ‘과잉’일 수 있다는 심증을 강
화시킨다. 물론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실제 형벌부과 빈도가 낮
다고 해서 곧바로 비형벌화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하지만
분석 결과 실제로 죄책성이 현격히 낮게 나온 이상, ‘사실상 실
효 없는 법조항’이라는 국내 학자들의 논리도 사후적으로는 비
로소 설득력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에는 절차적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6가지 조항이 있다. 숙고 결과 이들도 원
칙적으로는 범죄경계선 안에 위치하되 정황에 따라 예외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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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도록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과잉범죄화 해결방안
이제 과잉범죄화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더욱 일반 수준에
서의 정책함의를 잠시 탐구해보자. 과잉범죄화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형사조항의 입법을 사
전적으로 근절시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유권자
들의 요구에 예민한 입법자들의 정치적 유인과 직결되는 문제
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Larkin(2013, p. 764)은 과잉범죄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될 때 문제를 완화시키거
나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무척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무
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비범죄화 관련 기존
학자들의 주장과 필자의 생각을 ‘입법적(및 행정적) 비범죄화’와

‘사법적 비범죄화’로 대분하여 간략히 요약해볼 것이다.432)
첫 번째로 ‘입법적 비범죄화’를 모색했던 논의들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의 실정에 중점을 둔) 국내 문헌들을 주로 살펴본다.
432) 비범죄화의 정의, 유형, 그리고 일반적 실현방안과 관련한 국내 문헌들로
는 김창군(1996), 임웅(1992; 2007), 박찬걸(2010)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낙태죄, 성풍속 처벌, 자발적 성관계 등 보다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비범
죄화 여부에 관해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임웅, 2005; 이덕인, 2008;
2011). 한편, 김창군(1996, p. 8)은 비범죄화의 유형을 크게 입법 단계에
서의 비범죄화와 법률적용 단계에서의 비범죄화로 구분한 바 있는데, 논
의내용상 필자는 크게 ‘입법적(및 행정적) 비범죄화’ 및 ‘사법적
비범죄화’로 구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참고로 본 소절 이하의 내용은
김일중･정기상(2013)의 셋째 절을 발췌･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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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개되는 논의들은 주로 사후적 해결책이며 기존에 입법
화된 형사조항들에 대한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방안에 초
점을 두고 있다. 먼저 비범죄화란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축
소시키기 위해 형사제재규정의 폐지 또는 형사제재를 가볍게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한다 (임웅, 1992, p. 176).
입법을 하는 단계에서의 비범죄화를 김창군(1996, p. 20-21)
은 다시 크게 ‘선언적 비범죄화’와 ‘외견상의 비범죄화’로 구분하
였다. 먼저 선언적 비범죄화란 실정법상의 형법조항 자체가 대
체입법 없이 삭제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비범죄화를 의미한
다. 가령 오영근(2005, pp. 34-35)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대하여 기존 형법 간의 중복되는 조항 및 가중처벌에 따
른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동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비범죄화는 전적으로 입법기관의 역할
에 해당되지만, 역사적으로 입법적 폐지가 실제 발생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총 9차
례의 개정이 실시되는 동안 형법상의 범죄가 대체입법 없이 삭
제된 경우는 1988년 국가모독죄의 폐지 단 한 차례뿐이었다 (박
찬걸, 2010, pp. 105-107). 다행히 최근 2012년 3월 공포된 경범
죄처벌법 제12차 개정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하
거나 다른 법률로써 규제 가능한 범죄들을 삭제하는 조치가 취
해졌다.433) 비록 폐지된 조항의 숫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러
433) 개정법에서는 구법상의 범죄 가운데 가벌성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총 4
가지의 유형이 삭제되었는데, 그 유형은 굴뚝동 관리소홀죄, 전당품장부
허위기재죄,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죄, 뱀등 진열행위죄와 같다. 또한
각종 형사특별법의 제정 등으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의 조항들과 중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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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는 과잉범죄화의 양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
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외견상의 비범죄화로서, 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형
벌은 배제되나 여전히 제재가 필요하여 대체제재를 부과하는
비범죄화를 말한다. 대체수단의 종류는 민법의 활용과 원상회복
제도 등 상당히 많다 (김창군, 1996, pp. 21-28). 또한 행정범죄
가 과잉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제재로의 대체가 있다 (김용세, 2003, pp. 10-12,

pp. 16-19; 박찬걸, 2010, pp. 112-114). 이론적으로 이러한 유
형의 비범죄화는 법경제학적 연구 대상 중 하나인 최적 법체계
의 모색 문제와 직결된다.
사실 법경제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다. 여러 관련 선행연구들에 바탕을 두고 김일중

(2008, pp. 301-362)은 특정 위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재방
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대전제 아래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부터 행정, 그리고 형사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방식은 늘 최적성에 의해 결정되어야하며,
이러한 최적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즉, 개입의 단계, 형태, 주
체)들은 위해행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결국
특정 위해행위를 사회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최적법제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논지이다.
이런 차원에서 역시 관련 기존문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다른 법률로써 규제가 가능한 정신병자 감호소홀죄, 금연장소에서의 흡
연죄가 삭제되었다 (박찬걸, 2012, p. 12,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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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장에서는 특정 위해행위에 관한 죄책성(또는 가벌성)의 결
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어떤 위해행위를 범죄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법경제학적 시각들을 재정립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특별히 행정제재(또는 민사제재)로써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행위들을 형벌로써 제재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형벌이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행정의무위반행위(혹은 민사소송대상행위)
에 대해서는 행정제재(혹은 민사제재)로써 대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았다.
만약 대체가 바람직한 경우, 그 구체적 방식으로서 행정의무
위반에 부과된 벌금형 및 단기자유형을 다른 금전적 제재수단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부과금, 가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1983년부
터 법무부와 법제처가 나서서 226개 법률의 536개 조항에 규정
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1993년에는 행정쇄신위원회가 반사회성이 희박하고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해야한다는 일반원칙을 선언하였다 (김용세, 2003, pp. 27-28).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큰 결실을 보지 못한 듯하다.434)
434) 오영근･진희권(1994, pp. 81-95)은 정부의 과태료전환 방안에 관한 문제
점들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는 ‘범죄예방의 필요성’이라는 애매모
호한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전환 대상 행위들의 실질적인 과태료전환을
어렵게 만들었고, 전환과정상에서도 정부의 정책의지 또한 점차적으로 약
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전환노력
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김용세(2003, p. 28)는 이후 행정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부과규정의 남용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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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상의 생각들이 비단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
반과 규제의 관할기관들(및 행정부 내의 비범죄화 추진기구)에
서 강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는 매우 높은 비중의 행정입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입법적

(및 행정적) 비범죄화’를 함께 다룬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
물론 소위 ‘행정적 비범죄화’는 입법행위뿐만 아니라 집행행위
차원에서 좀 더 여러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발권의 적정행사이다. 이는 공정거
래사건과 같이 고발을 형사처벌의 전제로 하는 범죄에 대한 고
발권의 적정한 행사를 의미한다. 법에 의하여 제재수단들이 병
존하는 경우 형벌보다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부과를 통한
간접강제 또는 억지효과를 도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입법 관련 행위로 돌아가 (거듭 행정입법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행정규제의 관할기관들
과의 협의 아래 비범죄화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행정수반급들의 인식이 뒷받침된다면 이는 얼
마든지 가능한 옵션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추진기구 역
시 한시적이 아니라 법적 기반을 갖는 상시적 기구가 훨씬 바람
직하다고 본다.
입법적 비범죄화 논의를 마치면서 ‘비례성(proportionality) 원
칙’을 잠시 검토해보자. 그런데 특정 위해행위를 사회효율적으
로 제재할 수 있는 최적법제를 찾아내는 것이 과잉범죄화에 대
응하는 법경제학의 과제라고 한다면, 비례성 원칙의 추구는 법
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그 과제 실현의 매우 주요한 기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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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할 수 있을 것이다.435) 비례성 원칙은 일반적으로 실현하려
는 목적을 위해 비례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
다. 즉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고(적합성 원칙), 필요하며(필요성
원칙 내지 최소침해 원칙), 과잉되지 않아야 함(균형성 원칙 내
지 협의의 비례성 원칙)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원
칙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윤, 2007, p. 394, p. 404).
가령 오영근･안경옥(1995, pp. 57-63, pp. 68-79, pp. 104-120)
은 일반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제정될 수 있는 형가중적 형
사특별법이 이중처벌의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법정형의 하한선
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지적하였다.436) 특히 법정형은
실질적 불법성(또는 가벌성)을 일반적으로 평가하여 입법자가
정해 놓은 형의 범위로서 형법상의 형벌을 말하며 법관의 구체
적 양형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적정한 양형을 위해
서는 적정한 법정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천현

(2009, pp. 130-141)은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행위(조사, 검사, 출
435) 본 연구를 자문해 준 한 법률가는 심지어 “최적법제화 = 비례성 원칙의
충족”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436)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특별법의 대표적 예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 (전술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새로운 법제정 시 기존의 법질서들과 모순이 없어야하는 합
리적인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하며, 형사입법의 지도이념 중 한가지로서
비례성원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기존의 형가중적 특별법을 폐
지 또는 일반형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형량을 가감
해야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기보다는 일반형법의
법정형에 대한 타당성 및 변경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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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
하고 있는 총 433개 행정규정(형벌을 규정한 146개와 과태료를
규정한 284개)을 분석하여 법정형의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중형･중복규정 등 형법과의 불균형성, 법령 간의 불균
형성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437)
이제 두 번째로서 ‘사법적 비범죄화’에 관하여 잠시 개관하자.
특히 최종 법집행기관인 법원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잉범죄
화 주제에 있어서는, 역시 법률해석을 통하여 전술한 ‘비례성 흠
결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는 (주로 형사절차상의) 헌법적 제약의 강화를 통한 해결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비례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논의해보자. Smith(2005,

pp. 882-883)는 형사조항의 양산과 같은 양적 차원보다는 비례
성 흠결의 위험을 야기하는 질적 측면을 과잉범죄화의 더 큰 폐
해로서 인식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누구를 얼마나 처
벌해야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숙고
를 거듭 강조하였다. 주지하듯, 이 주장은 형벌이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과 비례하거나 잘못의 정도에 부합되게 처벌받아야

437) 해결방안으로서 이천현(2009, pp. 141-145)은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
다.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법규상의 벌칙과 서로
중복되는 또는 유사한 처벌규정이 정의된 조항들의 삭제, 동일한 또는
거의 유사한 위반행위들이 속한 실체법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시정,
벌금형이 자유형의 대안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호 간의 균형성 도모, 마
지막으로 전술한 과태료 전환 등을 통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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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438) 이는 형벌의 강도가 죄책성

(또는 가벌성)에 일치하도록 정해져야 한다는 법경제학의 결론
과 사실 부합된다. 다만 죄책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사회후생에
끼친 피해(social harm)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하며 그 크기를

(입법부나 법원의 주관적 가치로 정하지 말고) 가급적 객관적으
로 측정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
이고 있을 뿐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상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비례성을 적절히 따지

는가”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설사 법제상으로는 법정형의 ‘범위’만 주어졌을 뿐439) 여타 구체
적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법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죄책성을 면
밀히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물론 입법단
계를 통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비난가능성 정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
을 것이다.440)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법원이 형법의 구성요건
438) “To be justified,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blameworthiness of the defendant’s offense; those who are convicted
should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ir degree of fault.” (Smith,
2005, p. 883)
439) 물론 법정형의 ‘범위’만을 규정한다는 것은 법관의 양형을 인정하려는 전
제에 기초하고 있다. 즉, 형사법제에서 법관에게 양형의 권한을 부여하
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벌성의 정도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적정한 양형은 법관의 권한이
자 의무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는 영리목적 및 경미성 여
부 등 위반행위의 속성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40) 가령 이원상(2010, p. 192)의 논의대로, 과실범이나 경미한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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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엄격해석’함으로써441) 실질적으로 비례성 회복 내지 비범죄
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Smith(2005,

pp. 885-886, p. 934, pp. 944-945)는 ‘완화된 법해석’이 야기할
비례성 흠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법원태도를
지적하며,442) 이를 위해 이른바 ‘관대성 원칙(rule of lenity)’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즉 과잉을 야기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조항
은 가급적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엄격해석함으로써 비례성
흠결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임웅

(1992, pp. 184-186; 2007, pp. 476-477)이 제시한 방식이 대표
적이라 할 수 있다.443) 결국 필자는 이 두 번째 방식도 해석방
는 비범죄화로, 비영리목적의 중한 침해나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현행과 같은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영리목적의 침해는 가중적 구성요건
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41) 여기서 ‘형법의 구성요건’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어 있는 행위, 즉
금지의 실질을 규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이병태, NEW 법률용어사
전, 2011, 법문북스). 환언하면 형벌부과를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행위
를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축소해석은 그 구성요건의 성립 조
건을 매우 엄격히 따져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확장해석은 그 구
성요건의 성립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42) 즉 저자는 비례성 원칙을 배제한 채 비난가능성에만 치우치는 법원의 완
화된 해석 및 과잉처벌 경향을 지적한 것이다. 즉 법원이 당초 그 의미
나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처벌의 결과가 가혹하지 않은
지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구성요
건 조항과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조항이 함께 적용되어 중복기소의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법관은 이 중 후자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원칙
(exclusive principle)을 제시하였다. 가령 미국의 검사들은 피고의 잠재
적 형량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여러 조항들을 중복적으로 적용하는데 이
는 당연히 비례성 흠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
원리를 채택한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중복기소가 결국 무의미해지고 가장
명확한 조항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443) 요컨대 그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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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판례들의 축적으로써 과잉범죄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제안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적절한 구
분이 중요하다는 앞서의 첫째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하였
다. 요약하면, 위 첫째 제안은 범죄의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양형권한의 적정한 행사’로, 둘째 제안은 ‘엄격해석
원칙의 관철’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해석 및 양형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헌법적으
로 보장받게 함으로써 과잉범죄화를 야기하는 사법시스템의 병
폐를 개선할 수 있다는 해외학자들의 논의를 간략히 소개한다.
이른바 ‘형사법에 대한 헌법적 제약의 강화(constitutionalizing

criminal law)’ 논리이다. Stuntz(2001, pp. 587-598)는 이와 관련
하여 세 가지 예를 소개하였는데 지면제약 상 그중 한 가지인 폐
용(desuetude)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자.444) 형사입법의 병폐
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일정한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법익론
을 소개하며, 실무상으로는 불법판단을 받을 법익침해의 최저수준을 가
늠해서 그 수준보다 경미한 법익침해가 발생하면 형벌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해석방법의 판례축적을 제안하였다. 가령 경미한 경우
축소해야할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상해라 함은 신체에 대한 모든 침해

가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현저한 침해만을 의미하며, 체포･감금
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신체적 자유를 박탈함으로써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 지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욕도 단순한 무례함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단지 화를 냈다고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협박과 폭행은 객관적으로 감지될만한 해악을 내포하고 있는 개
념이라고 할 것이다. …”
444) 다른 두 가지로는 먼저, 인지(notice)란 법률의 ‘정당한 인지(fair notice)’
없이는 그 누구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특히 정당한 인
지란 기능적(functional notice doctrine)인 것을 말한다. 즉 위반자를 기
소하기 위해서는 (조항의 형식적 인지 여부가 아닌) 그 행위가 그릇된
것인지를 실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
칙이다.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이는 ‘위법성의 인식’ 부분에 해당하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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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는 한때 사회의 규범적 필요에 의해 입법화되었으나 시간
이 지나 사문화된 경우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검찰은 스스로 입증이 어려운 범죄의 기소를 위해 폐기
되지 못한 낡은 형사조항들을 남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폐용이며, 이는 오랜 기간 해당법률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은 범죄를 ‘법원 판결로써’ 더 이상 범죄로 정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45) Larkin(2013, p. 784) 역시 더 이상 형벌부과 목
적에 유용하지 않은 낡은 조항들에 대해 입법자들이 좀 더 분명
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폐용을 옹호하였
다. 이상의 제안들은 장기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한국의 법원에
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446)
의로서 책임의 구성요소로 취급되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 다음 양형재량(sentencing discretion)은 검찰이 중복기소를 통
해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구형을 법원 재량으로써 적정하게 낮출 수 있
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445) “Crimes that go unenforced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should no
longer be treated as crimes.” (Stuntz, 2001, p. 592).
446) 국내에도 제정 당시 사회규범을 반영한 조항이 사문화되어 폐기되지 않
은 채 형법전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 일본육군형법을 모델로 만들어진 군형법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적용되기 힘든 조항들이 많아 입법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안서, 2011, p. 171). 낙태죄 또한 제정 후 60여 년 간
한차례의 개정도 시행되지 않은 채 사문화되어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
는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주호노, 2012, p. 5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일천한 지식으로 인하여 이 폐용방식이 우리의 사법절차상 얼마
나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를 자문해 준 법률가에 따르면, 형사법에 대한 헌법적 제약은 대체
로 소송절차 및 증거법 등 주로 ‘형사절차’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이다. 사실 사문화된 법률에 관한 국내논의는 주로 입법론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점차 사법심사 차원에서도 논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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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거듭 문제는 우리 법원이 어떻게 비례성을 더욱
적절히 따지는가에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들 외에도
많은 방식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필자가 강조하고 싶
은 것은 비례성을 따질 때 죄책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법경제학
적 연구결과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
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으로서, 특히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중
심으로 (거기에 자산불충분성까지 반영하여) 법원 판단을 통해
비례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정거
래법 관련 사례분석도 정확히 동일한 맥락에서 수행했던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면서, 비례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과
잉범죄화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법률규정에 대해서는 위헌결
정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447)
447) 물론 우리의 법원은 사법심사에서 대체로 소극주의를 취해 왔다. 가령
임지봉(2008, pp. 88-89)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세워지기 이전 대법원
을 정점으로 했던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체로 사법소극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재윤(2007, p. 397)은 헌법재판소가 형법각
칙과 형사특별법에서 지나치게 가중된 법정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음을 지
적하였다. 방승주(2008, pp. 137-140) 또한 형사처벌규정을 비롯한 형
사･사법제도의 여러 사안들이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분야임을 인
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소극적 판례 경향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사법심
사의 적극성 정도에 관해서는 여러 대립되는 크고 작은 주장들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삼권분립 하에서 대체로 다수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입법
부나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소수의 권리에 비중을 둘 수 있고, 또한
전향적이며 창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정책형성에 동참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믿
음을 필자는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 (김일중, 1995, pp. 270-310). 따
라서 우리 법원의 사법심사는 향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하
며, 나아가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
해져야 하는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되지만 여기에
서는 더 이상 그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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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aw-and-Economics Analysis on Overcriminalization
: With a Case Study of the Korea Fair Trade Act

Iljoong Kim

This multi-year research project initially built upon a few
worrisome empirical observations regarding the 2000s from Annual
Crime Reports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Korea. First,
the number of regulatory crimes has exceeded that of since 1982.
In the 2000s, despite a slow average growth rate of 1.5%,
regulatory crimes still accounted for as much as 60% to the total.
Second, the number of conventional (or customary) crimes, in
contrast, increased relatively fast at 2.6%, and increased more
rapidly in the last 3 years. Third,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in
particular, increased much faster, with an average growth rate over
the 2000s of 4.4%, and, for the last 3 years, the average growth
rate for violent crimes even reached 7.2%. Finally, according to a
different data source, there was fast growth of ex-convicts in
Korea at least for the past decade.
Over the years I have been convinced that overcriminalization was
the major cause of this troubling pi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investigate the main hypothesis that introducing too
many regulations and subsequently overcriminalizing the regulatory
violations have distorted the entire system of criminal justic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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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end to show that the disproportionate focus on enforcing these
regulatory crime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irregularities
and has imposed a serious opportunity cost upon the Korean
economy.
Overcriminalization is defined as a phenomenon that the
marginal social cost of an additional penal clause exceeds the
marginal benefit. From th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s,
criminal punishment becomes an appropriate deterrent-institution
only when an act with a clear intention or mens rea is faced with
the two main hurdles which the traditional tort law cannot
overcome, ‘incomplete compensation’ and ‘extended harm.’ As the
most basic proposition, an act becomes a crime ‘only when’ the
level of culpability, which is determined by total harm and mens
rea, exceeds a certain threshold. In this study I thus have
distinguished harmful acts into about ten meaningfully different
groups and have determined their culpability. In a nutshell, I claim
that overcriminalization takes place unless these considerations are
strictly executed.
Overcriminalization imposes substantial social costs. The social
costs are at least three-fold. The first is production of too many
ex-convicts weakening the intended desirable functions of criminal
punishment. The second is distortion in the incentives of law
enforcers usually associated with their unconstrained discretion. Also,
severe inefficiency in allocating enforcement resources is the third
social cost.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se issues, I have critically
emphasized the nexus among regulations, overcriminalization of their
violations, and consequent overenforcement.
More specifically, in this study I have endeavored to show
several facets of empirical evidence. First, the grow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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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onvicts in Korea most probably was faster than in other
countries. Second, the surge in the ex-convicts stock in Korea was
driven mainly by regulatory criminal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outcome of overcriminalization of regulatory violations. Third,
the choice of which case to prosecute largely determines the
composition of newly added ex-convicts. Given all these results,
studies on the prosecuting pattern appear to be shedding critical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Fourth, it will
be very intriguing to know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r
tradeoffs) of disproportionate prosecutory focus on regulatory
crimes, and I have indeed empirically shown that the opportunity
cost seems fairly high. Fifth, my empirical case study regarding the
Korea Fair Trade Act, utilizing various proxies for harm size and
mens rea, have revealed that the Act is currently being overly
criminalized.
I admit both data constraints and a certain level of uncertainty
concerning the empirical methodologies. Nonetheless, given the
absence of preceding literature especially on the last empirical
investigation abov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trigger future
analyses with more rigor. The final question then comes down to
this: What should be done? Commentators sometimes claim that
not until ordinary citizens (or median voters) clearly understand
these issues can a country contain overcriminalization. It may be a
correct statement, but that will take a tremendous amount of time.
I believe that there exist independent or supplementary resolutions
which must be urgently taken by the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Thus, at the final part of this study, I have provided
the outline regarding the roles of the three branches of the Korean
government. Nevertheless, the precise road map of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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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appears to be so complicated that I will leave detailed
discussions for another occasion.
JEL Classification: K14, H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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