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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영역에서의 과잉범죄화 - 시스템적 혁신이 필요하다.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요지》

○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의 1/4이 전과자가 된 이상한 나라
○ 과잉범죄화는 입법자와 법집행자의 과도한 지대추구(rent-seeking)가
원인
○ 전과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지
○ 흉악, 강력범, 상습범, 재범을 제외하고 전과자에 대하여도 사면제도
적극 활용하여 자력갱생을 도와야 하며, 형법에 규정된 대로 형기의 3분
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
해 기업인을 가석방하여야
○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
대관 업무가 많은 기업인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폐기되거나 대
폭 개정되어야
○ 피해자를 적시할 수 없는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가 가장 필요
하고 시급한 분야
○ 또한 경제사범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유형(징역형)이 아닌 재산형(벌금형)으로 대체하여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4,433개의 법률의 70~80에 형벌규정이 들어 있으
므로 이들 규정을 정부 차원에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전수조사하여 분
석하고 비범죄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 시스템에 대한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아
래 시스템 개혁 작업을 추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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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잉범죄화의 정의

과잉범죄화(overcriminalisation)란 죄질의 경중이나 위법행위자의 비난
가능성과 관계 없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행위를 형평성과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로 규정하여 과
도하게 처벌함으로써 형사정의체제(criminal justice system)를 남용하는
것이다.1)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충분히 統制可能한 행위를 굳이 형벌로써 통
제하는 것도 과잉범죄화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라고 간주되는 자의
동의하의

범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영화 The Imitation Game에서 주

인공인 Alan Turing은 동성애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 성인 간에 동
의하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지만 범죄시한다.
이것이 과잉범죄화이다. 과잉범죄화의 원인은 과잉형법, 즉, 형법 규정이
과잉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2. 법은 도덕의 최소한

강제규범인 법률은 자율규범인 도덕의 최소한으로서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作動되어야 한다.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
하여야만 하는 행위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형벌은 사회적 유해성이 명
백·현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가해져야 한
다. 단순히 도덕적 ‘비난가능성’(moral blameworthiness)을 훨씬 넘어서는
행위에 대하여만,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가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와
1) Over criminalization is the act of imposing unbalanced penalties with no
to the gravity of the offense committed or the culpability of the wrong
is the imposition of excessive punishment or sentences without
justification. Over criminalization can be considered as an abuse of the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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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doer. It
adequate
criminal

같은 사회적 합의가 무시된, 그리고 단순히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을 뿐인
행위에 대하여 입법기관과 법집행기관이 연합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흔히 있
다. 입법자는 해마다 수 십건의 형사특별법과 행정규제법을 생산한다. 미국
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미국인 범죄자는 세계 범죄자의 25%를 차
지하고 감옥 면적은 세계 최대이다. 이에 못지 않게 한국의 감옥도 넘쳐난
다. 5년 전 2010년 15세 이상 한국민 중 전과자 수는 약 1,100만명으로 인
구대비 전과자의 비중은 약 22%로서 비율과 증가속도면에서 미국에 못지 않
다. 특히 각종 행정규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수단 중 형벌의 비중
이 44%에 달한다.
무수한 행정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과잉형벌이 전과자를 양산으
로 이어지고 있다.2) 범죄자들을 위한 시설과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
즉 국민의 부담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敎化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刑罰의 목적에 따르면 범죄자는 형벌을 통하
여 참된 사람으로 바뀌어 교도소 복역이 “희망의 사다리”나 “신분상승의 사
다리”가 되어야 할텐데, 실제로는 “절망의 사다리”, 끝 모를 “추락의 사다리”
가 되고 있고, 범죄의 예방은커녕 전과자로서의 고달픈 생으로 말미암아 再
犯의 유혹을 떨칠 수 없게 된다. 교도소는 새로운 빈곤의 덫이 되고 있다.3)

3. 이익집단들의 지대추구행위

형벌의 사용이 용이한 사회에서는 사회 주체는 형벌을 자신의 사적 이익
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강렬한 유혹을 받는다.4) 경쟁자를 축출하고 지
대를 추구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유효한 수단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다. 이들

2) 김일중,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공정거래법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13-05, 2013, 10면.
3) Harvard sociologist Bruce Western: “Prison has become the new poverty trap”.
4) 김일중, 전게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공정거래법분야를 중심으로-”,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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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지대추구(rent-seeking)를 교사, 방조, 조력하는 것이 입법기관
과 그 집행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자는 형벌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집행과정
에서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갖게 되며, 그 재량권은 금전적, 비금전적 편익
과 연결되어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후진국의 사례에서
익히 보아 왔다. 재량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한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 나타난다. 그 결과는 사회전체의 부패와 비효율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과거에도 민사법의 공법화는 흔히 있었다. 조선시대 악질 양반채
권자가 가난한 평민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노골적으로 딸
을 취하여 첩으로 삼고, 이를 거절하면 고을 원님에게 고하여 곤장을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 기어코 목적을 실현한다. 악질 양반(이익집단)은 합법적
인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로부터 상납을 받은 원님(권력자)은 蓄財한
다. 민사채무를 형사범죄화하였기에 가능한 장면이다. 권력자의 권력과 금
전적, 비금전적 편익이 바로 이익집단들이 누리는 지대(rent)이다.
입법기관과 법집행기관 자체도 이익집단일 수 있다. 이 집단은 사회를 보
호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법률을 만들고, 강력한 법집행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사회를 건설한다는 매우 자연스럽고 애국적으로 보이는 假面 뒤에서
실은 법률을 사적인 지대추구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이익집단이
된다.5) 이익집단의 요구가 있으면 입법자는 더욱 거리낌 없이 법안을 만든
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을 빌리면6) 입법자들은 항상 경쟁
적인 입법의 유혹에 직면해 있다.7) 그래서 아무 법안이나 열심히 만든다.
심지어 위헌인 것을 알면서도 만든다. 형사법규가 포함된 법안을 만들 때마
5) Joanna Shepherd-Bailly, “Overcriminalization: Trends, Causes, and Concerns”, 2013. 11. 7.

한국경제연구원 국제 심포지엄『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
발표문 참조.
6) Paul J. Larkin, Jr., “Public Choice Theory and Overcrinmonalization“,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Vol. 36, 715-793 at 724-725.
7) 김일중, 전게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공정거래법분야를 중심으로-”,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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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입법자는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권력자가 된다. 그들은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지대는 높아진다. 오늘날 한국에 존재하는 수천개의
법률 속에 숨어 있는 형벌규정은 과거의 적폐(積弊)일 수 있다. 행정규제가
창궐하고 행정규제 위반에 대하여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바로 지대추구행위
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오늘날 한국 국회의원은 세
계 최강의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누리는 지대 또한 세계 최고
이다.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패현상은 이러한 과잉규제가
부른 산물이다. 행정관련 과잉규제에 발목 잡힌 우리사회의 시스템을 개혁
하여야 한다. 이를 개혁하고 해소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
다.

4. 일상의 과잉형법 현상

이미 우리 사회 도처에 독사(毒蛇)처럼 과잉형법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잉형법은 주로 기본법인 刑法典 외에 숨어 있다.8)
미국 California 주에서만 해도 교장이 학생들이 사용할 교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9) 교사가 야외수업에 구급용 키트(first-aid kits)를 지참하지
않는 것,10) 선거결과를 두고 내기하는 것11)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음악대가
상업적 공연을 하는 것,12) 토지 소유주가 우물에 쓰레기 투기를 방조하는
것13) 모두 범죄가 된다.14) 이 밖에도15) 미국 Delaware 주에서는 향수나 로
8) Sanford H. Kadish, “The Crisis of Overcriminalization”, 7 Am. Crim. L. Q. 18
1968-1969, at 18; Andrew Ashworth, “Conceptions of Overcriminalization”,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2008, at 407-425.
9) Calif. Education Code §9255.
10) Calif. Education Code §11955.
11) Calif. Elections Code §29003.
12) Calif. Government Code §6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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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음료수로 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6) Alabama에서는 동
정심을 일으키려고 자신을 불구로 만들거나 곰을 훈련시켜 싸움을 하게 만
드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Nevada 주에서는 예배시간에 유쾌하게
떠드는 것은 범죄가 된다.17) Tennessee주에서는 항공기에서 직접 야생동물
을 사냥하는 것은 경범죄(misdemeanor)의 처벌을 받으며,18) Indiana주에서
는 새나 토끼를 염색하는 것을 금한다.19) Massachusetts주에서는 둥지에 있
는 비둘기를 놀래키면 처벌을 받으며,20) Texas주에서는 개 달리기 대회에서
산 동물을 미끼로 사용하면 3급 중죄(felony)가 된다.21) Virginia에서는 공
공장소에서 침을 받으면 경범죄가 되고,22) South Carolina에서는 외설적인
메시지를 익명으로 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3) 연방법에서도 성조
기에 광고물을 붙이는 것을 금하며, 광고물에 성조기를 붙여서도 안 된다.
적십자 emblem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되며, “Smokey Bear”나 “Woodsy Owl.”
같은 문자를 사용해서도 안된다.24) Salt Lake City에서는 도서관에 책을 제
때에 반납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25)
이와

같은

과잉형법은

동성애와

같은

성범죄(sex

offenses),

낙태

(abortion), 도박(gambling)과 마약(narcotics), 음주(drunk), (부정수표
발급자 처벌과 같은)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양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
사처벌 등 부지기수로 많다.26)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피해자로 간
13) Calif. Water Code §307.
14) Kadish, op. cit., at 18~19.
15) Erika Luna, The “Overcriminalization Phenomenon",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Vol. 54, (2005.3.), 703-743.
16) DEL. CODE ANN. tit. 4, § 901(6) (2001).
17) 4 U.S.C. § 3 (2000) (U.S. Flag); 18 U.S.C. § 706 (1988) (Red Cross); 18 U.S.C.
§711 (1988) (Smokey Bear); 18 U.S.C. § 711a (1988) (Woodsy Owl).
18) TENN. CODE ANN. § 70-4-109(a) (2004).
19) IND. CODE § 15-2.1-21-13 (1998).
20) MASS. GEN. LAWS ANN. ch. 266, § 132 (2002).
21) TEX. PENAL CODE ANN. § 42.09(a)(7)-(8) (Vernon 2003); § 42.09(i) (Vernon Supp.
2004-05).
22) VA. CODE ANN. § 18.2-322 (Michie 2004).
23) S.C. CODE ANN. § 16-15-250 (Law. Co-op. 2003).
24) NEV. REV. STAT. 201.270(2) (2003).
25) SALT LAKE CITY, UTAH, CODE chs. 11.36.100, 1.12.05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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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이것은 필시 국민의 행복추구권
을 침해한다. 실제로 어떤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그런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으며 더군다나 처벌의 요건이 애매모호
한데도 처벌받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27)
미국 하원은 2013년 司法委員會(Committee of the Judiciary)하에 과잉범
죄화대응팀(Over-criminalization Task Force)을 구성하고 그들의 활동 결
과를 놓고 2013년 6월 14일 청문회(Hearing)를 개최한 바도 있다.28)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29)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일상생활
에서뿐 아니라 기업생활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5. 기업영역에서의 과잉형법

(1) 증가일로에 있는 과잉형법과 그 폐해
기업 활동 영역에서의 과잉형법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규제범죄로 인한 과잉범죄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30)
2011년 미국 법무부 부장관(deputy attorney-general) Larry Thompson은 “미
국형사변호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Defence Lawyers, NACDL)의 연
26) Kadish, op. cit., at 1968-1969.
27) “when you’re punished, not because what you did was wrong, but simply because the
law says so… when laws are too vague or overbroad… that’s not justice.”
28) HEARING BEFORE THE OVER-CRIMINALIZATION TASK FORCE OF 2013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 THIRTEENTH CONGRESS FIRST
SESSION JUNE 14, 2013 Serial No. 113–44.
29) 산림자원법 제73조는 국유지나 타인 소유 산에서 밤이나 도토리 등을 따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형사법상의 처벌 기준인 불공정성,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미만 금품 수수에도 감봉이나 견책하고 10만원 이상이면 파면이
나 해임하는 중징계를 하며 신고한 사람에게 수수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해
공무원보다 교원에게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상 연강흠 교수의 토론문). 이
밖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도 민사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30) Hans-Bernd Shäfer, “Should the Scope of Criminal Law be Reduced with Increasing
Wealth of a Nation?”, 2013. 11. 7. 한국경제연구원 국제 심포지엄『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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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아무리 법규준수를 강조한다고 해도, 아무리 근로자 교육과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법규준수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해도 오늘
날의 기업은 “형사책임의 올가미”에 엮어 넣을 “움직이는 목표물”(walking
targets for criminal liability)이 된다.”고 말했다.31)
한국에서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기업관련 범죄 조항이 너무 많
고 복잡하여 그 집행이 재량에 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칫
바람만 불어도 교도소 안으로 굴러 떨어진다. 심술궂은 어떤 사람이 뒤에서
밀치거나 앞에서 창으로 찔러 교도소 안으로 꺼꾸러지게 만든다. 공정거래
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이 과징금
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충분할 것인데도 형벌을 적용한다. 예컨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손해배
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동
법 제4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5조). 공정거래법상의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벌칙이 분포되어 있다.32) 절차적 위반에 대하여까지도
형벌을 부과한다. 분명 과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3
조 제1항, 제63조 제3호).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2호는 임원 보수를,
그 제3호는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
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재출하여

31) “No matter how gold-plated your corporate compliance efforts, no matter how
upstanding your workforce, no matter how hard one tries, large corporations today
are walking targets for criminal liability,” The Economist 2014. 8. Cover story,
“The Criminalization of American Business” 참조.
32) 김일중, 전게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공정거래법분야를 중심으로-”, 4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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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28호).33) 일반범죄보다도 기업이 관
여하는 행정규제위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기소율도 60%로서 일반범죄의
기소율 30%의 배에 이른다.34)
필자의 전공분야인 회사법에서도 문제가 많다. 상법의 origin은 영국, 미
국, 프랑스, 독일의 상법 또는 회사법을 말한다. 그런데 위의 origin인 각
국의 상법, 회사법에서는 기업인에게 적용될 벌칙 규정이 거의 없다. 영미
법에서는 아예 회사법에 형벌 규정이 없다. 독일은 주식법 제399조에서 제
404조까지 6개의 벌칙 규정이 있다. 일본은 960조에서 975조까지 16개의 규
정을 두고 있다. 한국은 제622조에서 634조의3까지 17개의 규정을 두고 있
다. 역사가 오랜 프랑스 상법은 대략 18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과 한국만이 특별배임죄와 같은 구성요건이 불분명한
법규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의 origin인 독일과 프랑스 주식법과 상법에는 배임죄
와 같은 범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자와 법집행자의 과도하고 경직된 법률을 운용함으로써 지대추구를
하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 그 폐해는 매우 크다. 자유로워야 할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가 증가할수록 경제의 활력은 떨어진다. 위험이 따르는 경영판단
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면 기업가정신은 무력화된다. 이는 사회
전체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준
다. 과잉형법으로 범죄에 둔감해지고, 과도한 형사처벌로 형벌 본연의 범죄
억지기능은 와해되고 왜곡된다. 과잉형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법준
수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남는다. 정부가 기업이나 피해당사자에게 전가시
33) 이 밖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와 이용사의 자격을 따로 규정하고, 미용실에
서 남성 손님들의 머리를 깎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미용사나 이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업무로 전부 벌금 3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자주 논란이
된다.
34) 김일중·정기상,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다각적인 접근방안의
모색-,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2014.2.),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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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비용은 국고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35) 기업의 경쟁력,
결국은 정부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뿐이
다.

(2) 배임죄 문제
기업영역에서의 과잉형법의 대표적인 것이 배임죄다. 다른 나라의 기업인
과는 달리 한국 기업인을 언제든 옭아 맬 수 있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배임
죄이다.
배임죄는 법규 자체가 문제이다. 우선 윤리문제에 속하는 배신을 형사범
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는 것이 문제이다. 배임
죄의 본질은 ‘배신’이라는 것이 국내 형법학자 대다수의 견해이다. 윤리문제
는 개인 간에 민사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를 형법에 규정하여 국가
가 형벌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
권을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헌재는 “대법원이 경영상 판단에 대한 법리를 수용해 배임죄의 고의성 판단
을 할 때 엄격한 해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잉입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시하였지만, 법원이 해석을 잘 하고 있으니 법률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동문서답이다. 헌재는 법원이 경영판단에 대한 법리를 이미 수용했
다고 판시하였지만 영미법상의 이 원칙을 우리가 이미 수용하였다고 믿는
학자는 거의 없다.
배임죄의 요건은 고의 등 일반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제외하면

‘임무 위

배’가 전부이다. 타인의 사무를 지나치게 잘 처리해도, 조금 부족하게 처리
해도, 심지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임무위배가 될 수 있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법
35) Joanna Shepherd-Bailly, 전게 발표문 “Overcriminalization: Trends, Causes, and Concerns”,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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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로 정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근대 자유주의 형법의 기본원칙
이다.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표상이기 때문이
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금액이
크면 엄청난 범죄이고 금액이 적으면 조그만 범죄라는 것과 같다. 양심을
속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도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한다면, 조그만 범
죄는 저질러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대규모 사업을 하
는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배임죄를 피하려면 조그만 일만
하여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은 합리
적인 입법방식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이득액 5억원과 4억 9천만원 사이에는
액수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
다. 살인죄의 경우에도 그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배임행위는 살인에 갈음할 정도인지도 의문이다.
배임죄의 해석과 적용도 문제이다. 기업인에게 적용할 특별배임죄를 상법
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에게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
를 적용한다. 이것은 법률적용에 있어 특별법우선의 원칙 위반이다. 또한
법률에는 분명 이익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실무에서는 손해발생의 위험만 초래했더라도 처벌한다. 침해범
을 위태범처럼 해석하는 것이다.
이득액이나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아 지은 죄보다 더한 처벌도 덜한 처벌
도 가능하다. 손해액은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형량은
감정인의 손에 결정되기도 한다. 범죄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증명도 어려운데,
불분명한 것을 기준으로 차등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형벌 체계상 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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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배됨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구조는 법의 원칙의 근간으로 기능하는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을 저해한다. 처벌이 정책적 고려에 의해 선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사법정
의 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배임죄는 토탈 리콜이 필요하다.

(3)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2016년 10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
률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
장과 이사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누구든지 부정청탁만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법의 공법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36) 대관(對官) 업무가 많은 기업들로서도 긴장하여야 한다.
이 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수수행위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7) 私人 간의 금품수
수는 동기가 애정, 우정, 감사의 표시 등 매우 다양하며 자기 재산을 자신
이 처분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이를 막으면 재산권의 침해이다. 뇌물
36) 특히 이 법은 신분범 처벌법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고의가 없어도 처벌한다는 점
에서 형법 제13조에서 정한 고의범 처벌 원칙에도 반하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결
론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되는 위헌적 여지를 안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국민들의 사적인 활동에 과도하게 국가
의 형벌권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화가 우려된다.
37)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
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
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
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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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삼은 것은 증여라는 행위 자체가
계약의 일종으로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은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와 무관해도 돈을 받는 자체를 금하
므로 이는 바로 재산권 침해가 된다.
금품수수의 한 쪽이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일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수
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품의 수수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
성이 있게 된다. 이들이 무언가를 받으면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존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기조로 하는 형
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일단 금품을 받으면 부정한 의
도가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가능성
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물론 우리 형
법 체계상 “가능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 추상적 위험범인 경우이다.
“현주건조물방화죄”처럼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놓은 것은 人名殺傷의 위험
이 있으므로 실제로 인명이 살상되지 않더라도 처벌한다. “일반건물방화죄”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을 받은 것이 대단히 위험한 범죄라는 말인가? 물론 아동 pornography를 소
지만 하여도, 마약을 소지만 하여도 미국에서는 처벌한다. 그러나 1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의 소지가 마약과 아동 pornography소지와 같은 것으로 평
가되는 可罰性이 있는 것인가? 추상적 위험범의 종류가 확대되면 그만큼 국
민의 행동은 제약을 받게 되며 삶의 질과 국가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
사법의 공법화현상이 심해지면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도 깊어진다.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은 부정청탁 방지에 있다. 이 법의 이름에 ‘부정청탁’이 ‘금품
수수’보다 먼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청탁의 경우는 과태료
의 처분만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행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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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
다. 균형을 잃은 처사이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금액 자체가 구성요
건이 된다. 100만원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101만원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말한 특별경제범
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5억원’과 ‘50억원’이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 경우도 꼭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법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한다.38)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이것
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39) 형법에서도 친족 간의 범인 은닉은 벌하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도 친족 간에는 형을 감면하는데,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가족 간에 상시 감시하고
고발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건전하고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
습이 아니다. 만약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은
공직자가 받는다. 잘못한 사람은 배우자로 따로 있는데 처벌은 공직자가 받
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신고
의 대상자가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공직자의 자녀나 형제, 부모 등 친인척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 없다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법률은 이와 같이 한국 헌법과 형법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크게 훼손
하고 있다. 과연 이 법률의 실효성이 있을까? 취지는 좋으나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 의지만 있으면 뇌물죄, 배임수재죄 등 수많은 현행 법률로도 부
정부패를 단속할 수 있다. 과잉형법의 대표격이다.

38)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
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39) 다만, “(타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타인을 신고하도록 강제한 국가보안법과 달리) 이 법
률은 자신 또는 자신으로 볼 수 있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신고한다는 내용
이어서 양심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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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것은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여 불신사회가 된다. 북한에서처럼 가족(배우자) 간에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결
코 건전하고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이 법이 타당성과 효율성
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과연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6. 대

책

(1) 사면제도를 활용하라
김영삼 대통령은 441만 7천명, 김대중 대통령은 1,013만 5,850명, 노무현
대통령은 420만 7152명, 이명박 대통령은 434만 7,770명을 사면하였다. 김
대중 대통령이 단연 사면 킹이다.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고 평생 범죄자로
불행한 삶을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사면제도를 너무 아끼면 덕이 없어보
인다.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문제점은 개선
하되 범죄자도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흉악범을 제외하고 경범죄나 경제범에 대하여는 사
면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2) 가석방제도를 법대로 시행하라
현행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
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수형자 가운데
교도행정관리관의 재량판단에 따라 일부만 출소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전체 출소자 가운데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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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10%대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1년 12.9%에서 2012년
12.2%, 2013년 11.4%로 매년 감소 추세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가석방으로 풀려난 출소자 중에는 형기의 대부분인 80~90%를 채운
사람이 2011년 65.9%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2년 61.4%, 2013년 61.6%로
낮아지긴 했지만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여전히 형기를 10~20% 남겼을 정
도로 만기에 가까운 복역을 하고 나서야 가석방 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준현). 이와 같이 현행 실무에서는 가석방 기준이 너무 엄격해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사회 내 처우 확대로 대표되는 개방적 행형이
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정승환).
현재의 기준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다. 독일은 형기의 4
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미국은 아동 성폭력범이
나 마약사범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형기의 5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심
사 대상이 된다. 지난 1968년 형사사법법에 가석방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형기의 3분의 1~2에 달하면 가석방 심사를 해 1970년대 중반에는 전체 수형
자의 절반인 50%이상을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시켰다. 영국은 여기에 그치
지 않고 4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를 하지 않
고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가석방 혜택을 부여하는 ‘절반 형기
제’(half way point)를 2005년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해 절반은 교도소에서
지내고 절반은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감독과 감시 아래 사회에 복귀하도록
했다(조준현).
“현재 가석방 허가율이 90% 넘게 나오는데 이는 교도소장이 대상자를 선별
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기 때문”이다. 가석방 제도가 도입된지 70여년
이 됐음에도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개방적 행형을 실현하기 위
해서도 가석방 제도를 효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소장
이 대상자를 선별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를 고쳐 “실질적으로
수형자에게 가석방 신청권을 줘야 한다”(정승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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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이 현저한 모범 수형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법 규정대로 전
체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도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돼 재범가능성이 낮다면
형 집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석방 제도를 운용해야 한
다. 희망이 없는 수형자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자살 등으로 생
을 마감한다.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개선의 정이 큰 사람은 빨리 사회
에 복귀시켜 신속한 재사회화를 촉진해야 한다(오영근).
재범 가능성도 낮고 가석방 요건도 갖췄는데 계속 수용하다보니 교도소가
과밀화돼 교정당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교도소 정원은 약 4만
6000명인데, 수용인원은 5만2000명이 넘어 6000명 정도 과밀수용 돼 있는
실정이다(오영근).

(3) 현행 법률상의 형벌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개정작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
본래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최근에 와서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사법 내에 공법적 요소가 침투하여 사법과
공법의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가 되었다. 물론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공
법과 사법의 준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각 법률은 체계가 있
어야 하며, 어떤 법률에 모든 것을 포함시키다 보면, 근간이 되는 기본법과
충돌이 되고 법해석과 집행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법학은 논리학의 으뜸
으로서 질서정연한 논리구조가 최고의 미덕이며, 이것은 잘 정비된 체계 속
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법체계를 단순화하여야 한다. 4400개의 법률은 너무
많다. 법률도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 이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명
확성을 잠탈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는 법집행자에게 과도한 재
량권을 주게 되며 정치적 흥정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미국에서 과잉형법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를 구성하고 형사특별법
을 전수조사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듯이 한국도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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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한국에는 형사정책연구원과 같은 조직도 있다. 이 조직을 활용하
여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을 전수조사하여 형벌규정을 추출하고 그 중 의미
가 없는 형벌규정은 도려내야 한다. 특히 피해자를 적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비범죄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행위에 대한 비범죄
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40) 기업범죄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정합성과 공정
성을 갖춘 투명한 법률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현재의 기업입법의 홍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잠탈할 뿐 아니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 이미 위험한 지경에 도달하였다. 입법자, 판사,
검사, 입법자, 시민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법무비용과 시간의 증가로 대신
혁신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비용은 축소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소멸된다.

(4) 재산형을 확대하라
기업의 경우 형사법적 접근보다는 민사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회사의 불법
행위는 대부분 금전과 관계된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자유형(징역형)에 의존한다. 자유형보다는 벌금
과 같은 재산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법률, 특히 행정법률 간에도
비슷한 범죄유형임에도 형벌에 불균형이 심각하여 동일 유사한 행위에 대하
여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41) 그
것도 문제이지만 징역형과 벌금형의 편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이다. 징역형
대비 벌금형 액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이다. 벌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역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편차를 줄여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업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42)
40) Hans-Bernd Shäfer, 전게 “Should the Scope of Criminal Law be Reduced with
Increasing Wealth of a Nation?” 참조.
41) 이천현·권수진,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2009년 법무부 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0면 이하, 24면. 예컨대 공무원의 조사 등의 거부, 방해,
기피 등 동일 유사행위에 대하여 형벌 규정은 146개, 과태료 규정은 287개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한 법률은 87개이고 그 처벌은 1년에서 11년 징역까지
제각각이다. 위 30면 참조.
42) 김수현, 행정법규 처벌규정의 법정형 합리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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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어: 시스템의 개조가 필요하다

과잉범죄화를 줄이는 것이 바로 최대의 福祉다. 국민이 前科者로 살지 않
도록 함으로써 행복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혁신 복지”(安), “보편적 복지”(文), “맞춤형 복지”(朴)는
찬란한 언어의 향연일 뿐이다. 거창한 복지 프로그램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즉 票를 얻는데 쓰겠다는 공약일 뿐이다. “무상급식”은 “세금급
식”이며, “선택적 복지”는 국민 스스로가 선택하는 복지가 아니라 권력자가
선별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선별적 복지”이다.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고 범법
자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 복지이다. 이를 위하여는 법률시스템에 대한 혁신에 가까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전을 출판하는 『현암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헌법 1개와 법률 1359개(대통령령, 부령까지 합하면 4,433개)
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법률을 전수조사하여 벌금, 징역형 등으
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로 대거 전환하여야 한다. 고의성
이 없거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여야 하고, 형벌의 경우에도
자유형을 대폭 줄이고 재산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면권을 적절하게 활
용하여야 하고 가석방은 법률이 정한 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오래 묵은 폐단(積幣)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다. (끝)

(2012.10.17.), 13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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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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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축시키는 법과 제도는 재정비돼야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예전 언론사 있을 때
‥오래 전 한 금융공기업에 교수가 낙하산 인사로 옴. 그 기업의 임원 “토박
이 임직원들의 맘에 들지 않는 걸 CEO가 OK 결재하려할 때 그렇게 하면
배임죄 걸린다고 겁을 주면 결재하지 않더라”
‥다른 기업의 CEO를 지낸 인사, “노조가 심심하면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 임기를 마치고 난 지금도 가끔씩 두려움을 느낀다”
‥예전 한전 사장이 전력거래소 상대로 전기요금 인상을 안해줘 한전이 손실
입었다며 4조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직전 사장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가만있었다며 소액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기 때문. 즉 배임 추궁을
의식한 고육지책이었다
-배임죄가 기업인에게 미치는 압박이 대단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3년 4월 국내 기업 대상 설문조사, 49%가 “배임죄
처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응답
‥법경제학자 한스 베른트 샤퍼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 인터뷰(2013년 11월8
일자 한국경제신문) “경영자가 안전한 사업만 추구하면 국가 전체 경제에 손
해. 한 사업은 안전하게 연 6% 수익, 다른 사업은 실패할 확률은 더 높지만
성공하면 연 50% 수익. 안전한 결정만 내린다면 창조적 혁신은 일어날 수
없다.”
‥이유는 ‘걸면 걸리는’ 게 배임죄기 때문
-더 큰 문제는 비슷한 사안인데도 다른 판결이 나거나 무죄의 확률이 다른
범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2014년 한화 김승연 회장 재판=수천억 원의 빚을 안고 있던 계열사를 다
른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살림. 당시 판결은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1996년 한보그룹에 지급보증을 선 대한보증보험 CEO 재판=한보철강
회사채 수백억 원에 지급 보증. 당시 대법원은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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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
-우리가 원하는 법치란 뭔가.
‥국가가 다짐한 원칙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도록 만
드는 거다. 국민이 이걸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만일 이 테두리가 고무줄처럼 권력의 재량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이걸 법
치라고 부를 수 없고,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배임은 바로 그런 거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식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터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선 정부와 대기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절실하다. 예컨대 좋은 일자리 창
출이나 청년실업, 투자촉진,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환경 조성 등은 대기업의
협력이 없이 정부 혼자만의 힘으론 불가능하다. 대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권력의 채량권 축소다
‥법과 제도가 오히려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서 경제주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을 가로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게다가 글로벌화돼 있는 세상이다. 본사 이전도 활발한 세상이다. 이미 넥
슨은 일본, 쿠팡은 미국에 본사가 있다. 미국 기업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
이

‘탈영병’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할 정도로 본사를 외국에 두고, 해외에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도 그러지 못한다고 장담할 수 없
다.
-기업을 하면 누구나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거나, 기업인은 늘 교도소 담
장 위를 걷는다는 속설은 상당히 타당하다.
‥법과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고 촘촘한데다, 집행이 귀걸이 식이라서
다.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법조인과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다. 만일의 수사나 구속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법조계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는 전언이다. 게다가 평소 친하게 지낸 사람에게 관대
한 건 검.경찰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것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거나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인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최소한 손해가 나지 않을
안전한 사업만 하게 만드는 배임죄는 재정비돼야 한다. 일각의 일벌백계 주
장이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의 정비는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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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이정민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영역에서 과잉범죄화의 토론을 맡게 된 단국대 이정민 교
수입니다. 최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사법의 형사화를 조선시
대 악질 양반 사례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이해하기가 무척 쉬웠습니다. 또한
형사적 제재의 과태료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신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형사법 전공자인 저의 의견을 조금 더하자면 다음과 같습
니다.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중한 형벌을 과하거나 과징금 및 벌
금을 중복적으로 과하는 경우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자와 법집행자의 과도한 지
대추구가 과잉범죄화의 원인임에 동감하면서 과연 형사적 제재가 가장 효과
적인 제재수단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잉범죄화에서 집행
결손의 문제는 사실 과잉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
에 당한 기업이나 사람은 더 억울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해야
하며, 신중한 입법 후에는 집행결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
니다.
1.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것, 비례성 원칙
에 합당한가?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때 비례성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다.” 라고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경우”는 실제 보호하려는 법익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그
리고 이러한 제한에 있어서 보호하려는 법익과 제한하는 기본권 사이에 적
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에 관한 법률 중 상당부분
은 위험사회에서 위험을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 때문에 실제 보
호하려는 법익이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을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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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에서 침해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배임죄에서 “손해가
발생”해야 하지만, “손해발생 위험”을 “손해”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또
한 기업에 관한 많은 특별형법들이 미수단계나 예비단계이지만, 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최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무
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입법되고 있습니다.
2. 중복적 제재의 과잉과 비례성 원칙의 존중
중복적 제재의 과잉이 문제입니다. 규제기관 간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경
쟁이 문제이며, 집행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가 됩니다. 부처 간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 병과의 실질적 문제는 제재병과가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이며,
제재 병과가 입법자가 의도한 제도 목적에 반하지 않는가입니다.
또한 과징금&벌금과 과태료&벌금이 헌법 제13조의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
듭된 처벌’에 해당하여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제된 적이 있었습
니다. 그러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은 처벌이 아니므로 이중으로 부과해도 합
헌으로 판결되었지만, 실제로 기업인들은 과징금과 벌금이라는 제재를 동시
에 받게 되면 억울하게 두 번 처벌받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국가경쟁강화위원회에서도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
적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법령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헌법 제13조에 있어서는 합헌이지만, 과징금과 벌금의 부과 자체가
행위자가 한 범죄에 적합한 것인지, 반드시 필요한 중복적 제재인지, 범죄로
인해 침해된 이익과 이러한 제재들을 가함으로써 침해 또는 제한되는 기본
권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중복적 제재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아닌 비례성원칙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입니다.
사실 형벌과 별도로 행정제재가 필요한 것은 위반행위의 억지와 제재를 형
벌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도한 형벌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과태료로 의무위반행위의 억제가 가능하고,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을 환수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같은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형벌을
부과하여 최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전락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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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기업에 대한 형벌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형사적 제재를 심지어 더 만들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최교수님 발표문에서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
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재무
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
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형
벌조항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형법의 보충성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공표 등의 방법이 더 효과적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과잉범죄화와 집행결손문제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확신범을 제외하고, 잡히리라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자신만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
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범죄화한 행위는 반드시 모
두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를 처벌의 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여론에서는 처벌
의 강화만을 주장하지만, 실은 범죄자는 이와 같은 처벌의 엄격성보다는 처
벌의 확실성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범죄는
집행결손, 즉 범죄화는 해 놓고 어떤 기업은 처벌하고 어떤 기업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면 재수가 없다거나 표적 수사라고 하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는 처벌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따라 신중히 형벌화를
한 후, 한번 범죄화하였다면 처벌수위를 강화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집행 결손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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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문제제기

경제민주화 열풍 이후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제재 입법이 증기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크게 위협받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난 4월 국회 환노위를 통
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 법률 및 안의 특징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면 모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만 있으면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의 법리를
한 단계 뛰어 넘어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만 하
면 가능성이 없어도 범죄행위로 확정하고 처벌하는 단계로 발전하기에 이르
렀다.
이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축인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되는 법률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가장 소중한 헌법
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입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의 영역들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통제
하는 공법에 의하여 급격히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법의 공
법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과잉범죄화가 우리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헌법 질
서마저 위협하고 있다.

- 30 -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생한 기업활동 관련 입법들의 과잉범죄
화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기업범죄 위험범 (가능범) 처벌 법리

우리나라는 198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경법”)
이 발효되면서 경제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
였다. 즉, 특경법이 제1조에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특정된 기업범죄의 경우에는 단순
히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 경제 형법은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침해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형법이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질적⋅재산적 침해
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질서유지 및 국가산업발
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개인적 법익은 그 침해가 발생하기 이
전의 단계, 즉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단계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범위 확대는 형사법의 비합리
적인 비대화와 확장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예
방적⋅규제적 차원에서 규제행정법이 주로 담당하여 왔던 영역에 까지 형법
이 개입함으로써 법집행상의 충돌과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추상적 위험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법익, 즉 초개인적 이익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경제형법은 경제질서유지 및 국가산업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단계에서 사법기관이 개입할 필요
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단순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까지도 처벌범위
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관피아 현상을 더욱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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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범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여 형법상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
대하고자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 즉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 행한 경영판단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경제행위가
인신상의 구속과 같은 형벌에 의하여 통제되기 때문에 경제행위가 소극적으
로 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체제가 위축됨을 물론 경찰국가의 악습을 답습하
는 결과가 될 수 있다.

III. 기업범죄 유사행위에 대한 형사벌 확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2016년 10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
사장과 이사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누구든지 부정청탁만 하면 무조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과거 범죄행위와 유사한 행위만 하면 사회적 법익 침해 여부와 관계없
이 무조건 처벌하는 형사벌의 광폭적 확대라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간접
적으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법은 신분범 처벌법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배
우자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고의
가 없어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13조에서 정한 고의범 처벌 원칙에도
반하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헌법 제37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여지를 안
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국민들의 사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기업활동에 과도
하게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화가 우려된다.
또한 지난 2015년 4월 말에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불평
등이 심화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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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로 한 바 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개정안으
로 알려지고 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

하는 개념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현재까지는 서울시, 부천시 등 18개 지자체들이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이러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소
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120 – 130%를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생활임금지급이 강제화되는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생활임금의 개념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
에 없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임금
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또한 도급인, 즉 원청사업자에게도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
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8조 제2항). 이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법
제30조).
이는 생활임금의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자의
적인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범죄유사행위처벌이라는 반법치주
의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IV. 결어

우리 헌법은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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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의 기
본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창의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제1차적으로는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실효를 거
두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경제관련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법치주의의 가장 큰 축인 죄형
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한 법률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을 적
용할 수 있도록 입법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방법만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가장 소중
한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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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잉범죄화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斷想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법치와 경제, 주류 경제학의 간과
○ 올바른 법치주의 확립은 기업가정신의 발현,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
- Adam Smith의 국부론(1776):
·Commerce and manufactures can seldom flourish long in any state which

does not enjoy a regular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which the people do
not feel themselves secure in the possession of their property, in which
the faith of contracts is not supported by law, and in which the authority
of the state is not supposed to be regularly employed in enforcing the
payment of debts from all those who are able to pay. Commerce and
manufactures, in short, can seldom flourish in any state in which there is
not a certain degree of confidence in the justice of government.
· 국민의 사유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사적 계약이 법률에 의해 제대
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상업과 제조업이 번성할 수 없다 ⇒ 스미
스에게 정부의 정의(the justice of the government)란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
보호를 의미, 정부의 이런 역할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경제가 융성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
- 전통 경제학(신고전학파)의 실수 및 한계
·           노동력    자본
·경제성장을 노동, 자본, 기술에 의해 결정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로 정형화
·기업가(정신), 제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함의 누락
·國富의 생성, 국가간 경제력 및 소득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
○ 문제인식과 관점: 한국의 법치는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
-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 기적 전통 경제학의 성장이론으로 설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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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 필요
·법령의 구조와 형식, 내용, 집행 방법, 분쟁 조정의 효율성 ⇒
법치의 효과성은 경제성장, 국민소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
- 한국의 법치는 국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 경제활동상의 자유와 창의 발현을
뒷받침하는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주범의 하나로 작용. 그 이
유는?
·법치에 대한 몰이해? 규제입법 과잉: 입법 만능주의, 근시적 포퓰리즘
·형벌 만능주의:

⇒ 과잉범죄화(Over Criminalisation)

⇒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
다. 정치와 여론의 바람 방향에 따라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지기 십
상이다.”

참고: 미국에서도?
“No Matter how gold-plated your corporate compliance efforts,
no matter how upstanding your workforce, no matter how hard one tries,
large corporations today are walking targets for criminal liability.”

2. 법치와 경제, 신제도경제학의 수정: 이론과 실증
○ 신제도경제학의 제도중시이론
-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economic growth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노동력·자본·기술 등의 생산요소가 아니라 제도
- 경제활동 게임규칙으로서 제도의 중요성 이해: 스포츠 경기 규칙과 비교하면?

※참고: 신제도경제학에서 경제발전에 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요지
- Institutions are the rules of the game in a society, more formally, they are the
humanly devised constraints that shape human interaction. In consequence they
structure incentives in exchange, whether political, social, or economic.
- Economic institutions matter for economic growth because they shape the
incentives of key economic actors in society, in particular investments in physical
and human capital and techn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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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ctors we have listed (innovation, economies of scale, education, capital
accumulation, etc) are not the causes of growth; they are growth.

○ 실증분석 결과, 법치주의 개선은 국민소득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키는 효과
-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법치지수가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 외에 없다.
- "WGI 법치 지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 1.7% 개선되는 효과
가 있다. 만약 2006~2013년 기간 중에 만약 한국의 법치 지수가 OECD 회원
국의 평균 수준만 되었어도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5% 더
늘어날 수 있었다."
<그림 1> WGI 법치 지수와 1인당 실질 국민소득(로그값)의 관계: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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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5

뉴질랜드

○ 법치주의는 1인당 국민소득(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표 1> 법치가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구분
주요변수

모형 1: 법치지수 미포함

모형 2: 법치 지수 효과

고정효과모형
(FEM)

일반적률추정모형
(SYSTEM GMM)

고정효과모형
(FEM)

일반적률추정모형
(SYSTEM GMM)

2.348***
(0.225)
0.00851***
(0.00104)
1.023***
(0.281)

1.090***
(0.0358)
-0.00120
(0.000730)
2.868***
(0.0380)

260

260

1.789***
(0.246)
0.00723***
(0.00103)
0.863***
(0.271)
0.180***
(0.0382)
260

1.274***
(0.0339)
-0.00117
(0.000713)
0.508***
(0.0503)
0.432***
(0.00566)
260

상수항
투자율(%)
(GFCF/GDP)
인적자원
(Education Index)
Rule of Law Index
관측치 수
2

R

0.742

분석국가 수

34

0.766
34

34

34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3. 한국의 법치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국제비교조사 결과
- 세계은행, WGI (2013): tp계 211국 중 45위,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
- 국제투명성기구, CPI(2013): OECD 회원국 중 27위
- 세계경제포럼(WEF), GCI(2013-14)
·법체계의 효율성: 규제개선 113위, 논쟁 해결 82위
·입법부 정치인에 대한 신뢰: 97위, 사법부 독립성: 82위
·정부규제 부담: 96위, 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 82위, 정책결정 투명성: 133위
○ 국내조사 결과
- 한국경제연구원 (2014): 10명 중 8명꼴로 한국의 법치에 대해 부정적 평가
· 우리 사회의 문화(35%), 법 집행 관행 불신(32%),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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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4년도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 전경련 (2009): 300대 기업 준법경영 임직원 설문조사: 법 준수 애로요인

- 한국법제연구원 (2009)
·법이 공정하지 않다 70%, 3명 중 1명꼴로 ‘법대로 살면 손해’

- 40 -

4. 과잉범죄화의 원인과 문제점
□ 요약
-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
⇒ 입법 만능주의 & 형벌 만능주의: Over Criminalisation(과잉범죄화)
⇒ 행정형벌 과다, 예측성 떨어지는 법 집행 및 수사 관행
⇒ 전과자 양산, 비리·부정부패 유발, 법 준수인식 하락
⇒ 비생산적 지대추구 확산, 생산적 경제의욕 저해
⇒ 법치주의 훼손 & 경제성장 저해
- 老子의 경고: “세상에 못하게 하는 금기가 많으면 사람들이 가난해진다.
법령이 더욱 서슬이 퍼래지면 훔치는 도적이 많아진다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 法令滋彰, 盜賊多有)
- 미국의 사례:
“The Increasing criminalisation of corporate behaviour in America is bad
for the rule of law and for capitalism" (The Economist, 2014, 8/30)
1)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
- 법치국가의 본래적 의미: Rechtsstaat
법률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정부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 한국은 Gesetzstaat 지향의 법치국가?
법이 좋건 나쁘건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있도록 정한 국
가
- Gesetzstaat: 국민의 생활 모든 것을 법으로 관장, 통제하려는 성향으로
발전
2) 입법 만능주의, 브레이크 장치 없는 의원입법 ⇒ 규제법령 과다 생성,
- 세계 제1의 법안 발의 국가, 법안 마다 형벌 조항 포함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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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의 역대 국회별 법안 발의건수와 가결건수 (2015.5.12.)

- 입법과잉의 정치경제학: 법안 발의 경쟁의 이면에 작용하는 지대추구 논리
“입법과잉이 발생하는 까닭은 법안 발의절차가 쉬운데다 법안발의로 얻는
정치·경제적 이득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 또는 재정 낭비 요
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되어도 그 부담과 비용은 산업계와 납세자의 몫
이며, 의원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반면에 법안 발의는
정치인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효과가 있는 한편, 법안에 담긴 규제로 혜택
을 보는 집단으로부터 인사와 지지를 챙길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법안
에 담긴 규제로 손해가 예상되는 집단으로부터도 관심의원, 정책로비의 대
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의 규제법안 발의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한국에서

는 규제 법안 발의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 참고: Tullock의 지대추구 삼각 철옹성(rent-seeking iron triangle)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규제지대(regulatory rent) 때문이다. 규제는 인위적으로
자원배분의 흐름을 바꾸어 자연적 상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대(rent)를 만든다. 지대
추구 관점에서 보면 규제를 집행하는 관료에게도 규제는 많고 복잡하여 자신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해질수록 유리하다. 규제 때문에 혜택을 받는 이익단체는 더 말할 나위가 없
다. 이들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은 음으로 양으로 협력적 관계 하에서 규제의 완화, 폐
지에는 반대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에는 찬성하기 마련이다. 털록(Tullock)의 표현을
빌자면 정치인-규제당국자-이익집단은 ‘지대추구의 삼각 철옹성(rent-seeking iron
triangle)’을 견고하게 구축한 채 규제를 유지,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42 -

3) 형벌 만능주의
- 국민과 기업을 예비 범죄자 취급
- 법률 중 70~80%가 형사적 처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김두얼,
2015)
- 전과자 양산: 벌금 이상의 형벌을 1회 이상 받은 前科者 수가 2010년 기
준으로 약 1,100만 명에 이르며, 만약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인구 대비 전과자 비중이 약 32%에 이를 것으로 추정(김일중, 2015)

법무부,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 2008.7
· 형벌 만능주의로 전과자 양산·경제활동 및 심리적 위축
· 무분별한 엄벌주의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법 무시 경향 야기
· 과도한 형벌을 개선하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참고:

- 2012년 현재에도 행정규제 위반에 대해 형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의 개수는 약 700개에 이르며, 이들 법률에서 징역·벌금형을 규정한 벌칙
조항의 숫자만 해도 5,000개를 초과한다(김일중, 2015)
4) 기타
-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령의 문제점
·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로 인식될 정도로 범 위반 요건이 사전적으로 불
명확
· 미국: 대기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걸어 다니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다!
- 법 집행의 일관성 결여 및 별건 수사 관행
·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전근대적 법 집행 및 수사 관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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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he scourge of over-criminalisation, 어느 나라의 이야기일까?

“과잉범죄화가 폭증하는 원인의 하나는 대기업, 기업인에 대한 반감과 질시 때문이다.
학교와 지식인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한편으로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사업
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번 사람과 기업에 대해 적대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비
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을 형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살
인, 강도를 저지른 범죄자에 비해 기업인에게 평판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범죄 혐의
만으로도 기업인은 돌이킬 수 없는 낙인 효과(stigmatization)를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
에 기업범죄는 일벌백계식의 징역형 엄벌보다는 불법행위의 적발률을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여론은 거꾸로 간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달리 처벌 수
위가 낮거나 무죄판정을 받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로 사법부를 비판한다.
과잉범죄화의 또 다른 원인은 정치적 동기와 구조 때문이다. 정치인은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최선이라고 믿는다. 어떤 사건, 사고
가 발생해도 일단은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일벌백계의 단죄를 주장한다. 그래도 여
론의 관심이 지속되면 기존의 행정제재를 형사범죄로 바꾸거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법
안을 제출하는 수순을 밟는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동기와 행태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검사는 일반범죄보다는 경
제 범죄, 기왕이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거물 기업인을 수사하고 기소해야 경력 관
리에 유리하다. 수사를 했는데 입증을 못하면 경력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도 범
죄 구성요건이 사전적으로 모호해서 ‘걸면 걸리는 범죄유형’이 있어서 검사에게는 위안
이 된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게 없으니 계속 수사로 시달리게 하면 기업인의 대부분
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여 지난한 법정다툼을 하느니 대개는 유죄협상에 응한다.
과잉범죄화 현상은 정치인, 규제 관료, 수사 검사 모두의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
문에 그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법치주의 실현 및 시장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5 과잉 범죄화 개선방향
1)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Rechtsstaat 지향 & 과잉입법 지양
- 법치주의 본령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상의 자유를 국가의 공권력, 또는
제3자가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임. 법치는 단순
한 의미의 ‘준법’을 넘어 법이 갖추어야 할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원칙.
그러나 법치주의 보루이어야 할 입법부가 ‘지대추구 삼각 철옹성’의 한 축
으로 비판받고, 입법권 남용의 현상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
다.
-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약 5,800 건 이상의 법령에서 위헌소
청이 제기되고, 이 중 550건 이상에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 ⇒ 위
헌판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입법권 남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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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입법부 스스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자율정화 기능을 제도화해
야 함. 국회 스스로 권한 남용 여지를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의원발의 법안
에 페이고 제도와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
2) 공법과 사법의 구분 명확화
- “The Increasing criminalisation of corporate behaviour in America is bad
for the rule of law and for capitalism" (The Economist, 2014, 8/30). 老子
도 이미 경고했듯이 과잉범죄화는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자, 비리와 부정부패를 키우는 온상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함
- 개선방향 1: 기업범죄는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형사적 처벌
보다는 私法의 영역에서 이해당사자간 소송으로 해결을 모색하게 하는 것
이 합리적임
- 개선방향 2: 기업범죄와 일반범죄에 단순 비교하여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논하는 것은 문제. 기업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평판·낙인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며, 주가 하락, 국내외 정부조달사업의 제한 등의 혹독한 경제적 처
벌을 수반함. 이런 사실과 함께 기업범죄는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법 위반 적발률을 높이는 것이 범죄 발생 억지에 더 효과적이라
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함
3) 범죄 구성요건의 명료화, 법 집행의 예측성 제고
- 배임죄는 법치주의 근간인 예측성과 명료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범
죄 구성요건을 명료하게 하거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함.
판례상 경영판단원칙의 인정으로는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높
지 않아 불충분함. 배임죄의 원조인 독일에서도 법률을 바꾸어 이 원칙을
명시했음
-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별건 수사 관행은 기업을 필요이상으로 불안
하게 하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 남용의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인 만큼 지양하거나 또는 … 별건 수사의 결과를 무력화하는 방
안은?
4)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주기적 노력: 과도한 형벌조항 정비
- 많은 국민을 前科者로 만드는 법률 환경과 추세는 대단히 우려스러움.
2008년도에 법무부에서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했던 배경도 이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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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음
- 당시 법무부의 노력은 추세 자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
과를 거두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법체계 정화 노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추진해야 함
- 즉, 정부 차원에서 행정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해서 불필요하게 국민과 기
업을 前科者로 몰아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법령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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