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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은 미국 배심제의 태동과 변천을 역사 , 사회문화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법인류학  시도이다. ‘문화  인식’ 개념을 분석틀로 하여 배심제 련 규칙들

과 담론들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미국의 배심제가 미국 사회와 미국인들의 의식 속

에 뿌리 깊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기반에는 공정성이라는 법  논리와 과학주의라

는 문화  논리의 상호지지가 존재한다는 을 발견하 다. 배심제의 구체  규칙들

에서 ‘지역사회의 정의’를 표방하는 규범  가치가 퇴색하고 ‘평결의 정확성’을 추구

하는 과학  가치가 차 우세하게 된 , 배심원의 정 숫자에 한 결이나 제

도 련 논의에 사회과학  시각이 극 으로 채택된 , 배심원 선정을 해 객

화될 수 있는 정교한 차  규칙들을 도입한 , 배심원의 평의 과정에서 주 성이 

작용할 여지를 철 히 배제하면서 구조화된 증거와 문가 증언의 역할을 증 시킨 

 등에서 과학주의라는 문화  인식이 배심제에 스며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미국 배심제의 주요 규칙들은 과학주의  문화가 반 된 결과일 뿐 아니라 동시

에 과학주의의 문화를 구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학주의의 문화는 한 법제도를 통

해 지속 으로 정당화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한 미국에서 배심제가 민주  보장 

장치로서 채택되었지만 배심제의 보다 구체  규칙들에 스며든 문화  인식은 참여

와 정의보다 정확성과 객 성, 문성 등이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국

민참여재 제도에 한 향후 연구의 방향에 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는 

여러 차원에서 다른 문화  인식틀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우리나라에서 국

민참여재 제도가 어떤 문화  논리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

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상이 될 것이다. 한 선진국에서 먼  받아들인 제도의 

목표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규칙들이 표방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해서

도 좀 더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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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 

효율  운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1) 국민참여재 제도의 효용성  정

당성에 한 논의는 아직 진행 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상이한 통과 정서를 

가진 사회에서 발 된 제도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여하히 수용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배심제를 우리 사회에 큰 충격 없이 이식하기 

해서는 먼  배심제가 그 제도를 태동시킨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심층 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종주국인 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활발하게 배심제를 운 하고 있는 나라이다.2) 국으로부터 계수된 

배심제가 어떻게 하여 미국의 법문화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

는지는 미국의 독특한 역사  발 과정과 사회문화  배경을 확실히 알아야 이

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미국의 배심제를 역사 , 사회문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배심제도 자체에 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제도의 효율  운 에도 요한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배심제에 한 비 이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서로 상반된 입장

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 배심제의 정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되는 

화인 <12명의 성난 사람들(Twelve Angry Men)>도 배심제가 숙의 민주주의라는 

미국  이상을 실 시키기 해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때로는 배심제도가 허용하는 규칙에 반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 

역설  상황을 보여 다.3) 실에서는 미국 내에서 정식재 으로 처리되는 사건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에 한 평가로는 한인섭, “한국의 배심원재판”, 서울 학교 

법학, 제50권 제2호 (2009); 박미숙⋅김광준⋅이정민⋅황지태⋅추형관, 형사정책과 사

법개 에 한 조사⋅연구  평가(II): 국민참여재 에 한 참   조사연구(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08);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스티스, 제106호
(2008); 이발래, “국민의 사법참여와 인권”, 법과사회, 제34호(2008); 한인섭⋅한상훈
(편), 국민의 사법참여(경인문화사, 2009 출간예정) 참조.

2)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법적 전통의 영향을 받은 46개국에서는 주로 형
사재판에서 활발하게 배심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닐 비드마르(김
상준 외 역), 세계의 배심제도(나남출판, 2007), p.26. 

3) Nancy S. Marder, “Introduction to the 50th Anniversary of 12 Angry Men,” Chicago- 
Kent Law Review, Vol. 82 (2007), p.563. 이 영화에 잘 나타난 것과 같이 평균적인 
배심원들은 온갖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판사의 지시에 반하여 범
죄현장에 나타나 개인적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홀로 다른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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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워낙 고,4) 그 에서도 배심재 으로 처리되는 사건의 수는 더욱 

다. 한 유죄 상(plea bargaining)이 배심재 에 커다란 그늘을 드리우고 있음

은 많은 사람이 지 하고 있는 바이다.5) 민사배심재 에서는 종종 배심원의 과

도한 손해배상  평결이 논란을 일으킨다.6) 언론을 통해 집 으로 조명된 몇

몇 형사사건들에서는 배심원들이 무죄평결 편향 이고, 인종  긴장 계에 단

이 휘둘려 실정법을 무시하는 등 평결의 오류가 많음이 지 되기도 한다.7) 그러

나 한편으로는 배심원 평결이 측가능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비 을 반박하는 

경험  연구도 있다. 배심원이 무죄평결 지향 이고 인종  편견이 있을 수 있다

는 비 은 배심제에 한 일반인의 인식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경험 으

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8) 민사재 에 있어서도 배심원들이 지나치게 

높은 배상액을 평결한다는 것 역시 몇몇 소수의 사건에서 그 다는 것이지 체

으로 보면 그 지 않다는 이 밝 지기도 하 다.9) 

그런데 이 게 배심제와 련한 양면 인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인지 배심재

과 다른 소수의견을 끝까지 고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4) Mark Galanter, “The Vanishing Trial: An Examination of Trials and Related Matt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Vol. 1 (2004), 
pp.459-570.

5) David Lynch, “The Impropriety of Plea Agreements: A Tale of Two Counties,” Law 
and Social Inquiry, Vol. 19 (1994), pp.115-133.

6) 예컨  언론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던 소위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표적 사례이나, 
실제 사실관계나 법리를 고려하면 정당한 평결이었다는 의견도 많다. 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 P.T.S., Inc. No.v CV-93-02419, 1995 WL 36039 (NM Dist. 
Ct. August 18, 1994). 이 사건에 한 상세한 기술로는 Michael McCann, William 
Haltom, and Anne Boom, “Java Jive: Genealogy of a Juridical Icon,”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Vol. 56 (2001) 참조.

7) 1995년의 오제이 심슨(O.J. Simpson) 사건은 배심제를 비판적으로 논함에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다. O.J. Simpson 사건에 해서는 Jeffrey Abramson, ed., Postmortem: 
The O. J. Simpson Case: Justice Confronts Race, Domestic Violence, Lawyers, Money, 
and the Media (Basic Books, 1996)을 참조. 심슨 사건의 재판이 끝난 뒤 1년이 지난 
여론 조사에서도 25%의 응답자만이 올바른 재판이었다고 답하였다. 김상준, 미국 배

심재  제도의 연구(이화여자 학교 출판부, 2003), p.40.
8) Shari Seidman Diamond, “Truth, Justice, and the Jury,”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Vol. 26 (2003), pp.147-151.
9) 지난 40년간 수집된 민사배심재판에서의 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자료분석에 따르면 소

수의 사건군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배심재판에서의 배상액은 판사재판보다 적었다. 
Seth A. Seabury, Nicholas M. Pace, and Robert T. Reville, “Forty Years of Civil Jury 
Verdicts,”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Vol. 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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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결에 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물으면 크게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

다. 컨  로스앤젤 스 폭동을 유발시켰던 로드니 킹(Rodney King) 사건에서 

여 경찰 들에 한 무죄 평결이 내려진 후 이루어진 뉴스 크 여론조사에서 

73%의 백인과 92%의 흑인이 이 재 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답하 다.10) 오제이 

심슨 사건의 결과에 해서도 백인과 흑인 간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라졌는데, 흑

인 응답자  62%가 심슨이 무죄라고 생각한 반면 백인 응답자 에서는 20%

만이 그의 무죄를 지지하 다.11) 이 듯 일부 알려진 사건에 한 일반인들의 인

식이 부정 이거나 인종 등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은 배심제를 불안정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재 차의 지연, 복잡한 사안의 속한 증

가, 배심원 선정 차에서의 문제 으로 인한 부 한 배심원단의 구성 등 구조

 요인들로 인해 배심원 평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지 도 끊임없이 있어왔다.12)

배심제를 둘러싼 이러한 여러 비 과 문제 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배심제

가 법제도와 일상 인 미국인의 생활에 핵심 인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은13) 

흥미로운 연구의 상이다. 일 이 제롬 랑크(Jerome Frank) 사가 12명의 경

험 있는 사들도 12명의 경험 없는 일반인들의 평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듯이,14) 배심제에 한 미국인들의 믿음은 단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변호사 회(ABA)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부분의 미국

인들은 배심제가 당연히 해야 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

자들은 배심원으로의 사가 불편해도 이를 감수하고 수행해야 할 의무(84%)이

며,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58%)고 답하 다. 한 부분이 만약 자신이 법

정에 서게 된다면 직업법 재 보다 배심재 을 선택하겠다고(75%) 응답하 고, 

재 배심제가 하게 운 되고 있다고 평가(80%)하 다.15) 할리우드 화에

10) 김상준, supra note 7. 
11) Ibid. 
12) Graham C. Lilly, “The Decline of the American Jury,” University of Colorado Law 

Review, Vol. 72 (2001), pp.59-77.
13) Barbara Babcock, “A Unanimous Jury is Fundamental to Our Democracy,”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 20 (1997), p.473.
14) Jerome Frank 판사는 배심제에 한 격렬한 반 론자이지만, 동시에 판사에 한 비판

도 서슴지 않았다. Jerome Frank, Courts on Tri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120. 

15) American Bar Association, Jury Service: Is Fulfilling Your Civic Duty a Trial?,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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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힘없는 피해자들이 모여 타락한 기업인을 응징하는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원고의 손을 들어 다는 민 주의  시각이라든지, 치 한 비를 한 법  문

가들에 의해 설득되어 정의를 실 하는 합리  행 자로서의 배심원들의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16) 이와 같이 배심제에 한 의식 조사와 문화에 투 된 모습

들을 보면 배심제는 미국인들에게 아직도 굳게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그 다면 왜 배심제는 미국에서 이토록 범 하게 지지되고 있는가? 미국은 

많은 숫자의 문 인 법률가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으로 발달된 사법체계를 

통해 복잡한 사안들을 해결해 오고 있다. 고도로 훈련된 법 들이 정교하게 발달

한 법  규칙들을 용하고 생성하며 란한 과학  이론과 증거들을 다루는 미

국의 사법과정에서 비 문가인 배심원의 역할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

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이 에서 답하

고자 하는 핵심  문제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해 법인류학  에서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인식틀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18) 문화  인식틀은 특

정한 역사 , 정치 , 사회  맥락에서 형성되며 이는 법  기제를 통해 공고히 

되고 재생산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  규칙들은 

문화  인식틀을 새로이 재해석하여 새로운 맥락 속에서 의미와 정당성을 강화

해 다. 이 에서는 미국의 배심제를 지탱해 주는 문화  인식틀로서 ‘과학주

의(scientism)’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배심제의 주요 규칙들과 담론들을 분석

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 국민참여재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미국의 배심제도가 새로이 

조명을 받은 바 있다.19) 그런데 배심제 도입에 한 찬반양론 모두 그 사회와 

제도간의 상 련성에 한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제기되

고 있는 배심제에 한 장 과 문제 들을 열거하여 그것을 제도의 도입근거  

2004, http://www.abanews.org/releases/juryreport.pdf.
16) Jeffrey Abramson, “The Jury and Popular Culture,” DePaul Law Review, Vol. 50 

(2000).
17) Robert J. MacCoun and Tom R. Tyler, “The Basis of Citizens’ Perceptions of the 

Criminal Jury: Procedural Fairness, Accuracy, and Efficiency,” Law & Human Behavior, 
Vol. 12 (1988), p.337.

18) Clifford Geertz,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Basic 
Books, 1983).

19)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 추진 원회 백서(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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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법학자와 법실무가들에 의한 미국 배심제 연구

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배심제도의 세부  측면들을 다각도로 소개하

는 데 을 두고 있다.20) 아울러 모의배심을 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들이 

배심원과 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 인 단오류, 그

리고 집단  의사결정 맥락에서 배심원의 의견변화에 향을 미친 인자들을 미

시 으로 밝히고자 하 다.21) 그러므로 앞으로는 역사와 문화를 통하는 보다 

거시 인 측면에서 우리와 상이한 역사 , 사회문화  상황 하에서 형성된 외국

제도가 그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해당 사회의 문화를 유지시키는데 어

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은 역사 , 사회문화  맥락에서 미국 배심제의 태동과 변천을 살펴보고, 

문화  인식틀의 측면에서 배심제 련 규칙들과 담론들의 의미를 심층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법인류학  시도라고 할 수 있다.22) 먼  II장에서는 이론  배

경을 검토한다. 법과 문화를 서로 독립 인 존재로서 보기보다는 법과 문화가 서

로 히 연 되어 있어 서로가 서로를 형성하고 지탱해 다고 보는 ‘법으로서

의 문화’, 혹은 ‘문화로서의 법’의 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의 틀

을 ‘과학주의’의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미국 배심제의 핵심

 목표와 규칙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핵심  개념들이 어떠한 역사  과정을 통

해 미국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IV장에서는 배심제의 제도와 규칙

들이 어떻게 ‘과학주의’라는 문화  인식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해 논의한다. 

20) 미국 배심제에 관해서는 김상준, supra note 7; 한상훈, “미국배심제에서의 배심원선정
절차”, 스티스, 제94호(2006); Neil Vidmar & Valerie Hans, American Juries: The 
Verdict (Prometheus Books, 2007).

21) 박광배⋅김상준⋅한미영,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제1호(2005); 
박광배⋅김상준⋅이은로⋅서혜선, “형사배심 평의에서의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 
한국 최초의 시민배심 모의재판의 평의에 한 내용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성

격, 제19권 제3호(2005).
22) 이 글에서 논의되는 미국의 배심제는 미국 민⋅형사사건에서 채택되고 있는 소배심

(petty jury)에 한하며 형사피고인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배심(grand jury)은 포함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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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 기제로서의 법제도

그동안 학자들이 법과 문화 간의 계, 혹은 법과 사회 간의 계를 논함에 

있어 취해온 근방식은 법을 사회생활이나 문화와 향을 주고받는 독자 인 

역으로 악하여 법이 문화에 어떠한 향력을 행사하는가, 혹은 반 로 문화

가 법에 어떤 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종종 문화는 법

리 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을 설명하는, 비공식 이고 비합리 이지만 

법 밖에 존재하고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된 그 ‘무엇’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법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법학자들에 의해서도 체로 지지되고 

있으며, 이 경우 문화는 ‘어떤 뚜렷이 경계지을 수 있는 고유한 역이며 자율

인 것’으로 정의된다.23) 문화를 ‘생활양식의 총합체’24)로 보고 이를 구성하고 있

는 하나하나의 요소들, 즉 정치, 경제, 친족체계, 종교, 습 등을 수집하여 그것

이 어떻게 사회구성원의 행 에 투 되고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20세기 

반까지 풍미했던 구조기능주의에 입각한 지조사(fieldwork) 행에 기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법과 문화와의 계를 논한 연구들은 각 연구마다 문화의 다른 

개념들을 서로 혼용하거나25) 아니면 문화를 물상화, 상화함으로써, ‘도 히 풀

어내기 어렵게 헝클어진 실꾸러미’와 같은 문화 상의 본질 인 복잡성26)을 제

로 분석해내지 못한다는 비 을 받기도 하 다.  

그러나 20세기 반 이후부터는 문화인류학자들이 문화의 독립성, 외재성, 자율

성, 법칙성보다는 문화  주체로서의 인간의 실천  측면을 보다 강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문화를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조건에 나타나는 주요 변화들에 한 반

응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우세하게 되었다.27) 문화에 한 이런 새로운 근에 

따르면 법과 문화의 계가 앞서 언 한 것과는 다르게 정립된다. 사회학자인 안

23) 김광억 외, 문화의 다학문  근(서울 학교 출판부, 1998), p.6.
24) 이러한 입장의 가장 고전적이고 표적인 정의는 에드워드 타일러(1871)에 의해 시도

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문화란 “한 사회 내의 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의 총체(a 
whole way of life)로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과 습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이다.

25) Roger Cotterrell, Law, Culture and Society (Ashgate, 2006), pp.97-108.
26) 전경수, 문화의 이해(일지사, 1999), p.28.
27) 김광억 외, supra note 23,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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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도 말했듯이 구조 혹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가 행

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혹은 행 의 복합체가 어떻게 구조 혹은 문화를 형성하

느냐가 요한 것이 아니라, 행 가 일상에서 어떻게 구조화(structuration)가 되며 

그것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28) 

이러한 입장에서 법과 문화와의 계를 본다면, 한 사회의 법제도가 그 사회의 

‘문화  통’ 혹은 ‘유형화된 가치 ’의 반 이라는 종속변수에 머무르거나, ‘한 

사회의 문화가 유지되고 변화되는 데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독립변수로

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법과 문화의 불가분한 계를 제 로 이해하기 해

서는 문화  상을 통하는 법 고유의 능동 이고 구성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가 말했듯이 법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물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기제로서 볼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가 문화를 구

성하는 요소, 즉 사고방식(a style of thought)과 같이 문화 내의 다른 모든 것을 

연결해주어 애 부터 이들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기제라는 을 시해야 

할 것이다.29) 이 게 볼 때 법은 사회구성원의 주체 이고 략 인 행 에 따라 

구체 인 역사  삶의 차원에서 특정 문화  목록을 강화하고, 형화하고, 재생

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  사고는 사회  실재의 반 물에 머무르는 것이 아

니라 사회  실재를 구성하는 것이다.30) 

법과 문화 간의 이러한 구성  계(constitutive relationship)에 주목하게 될 때 

법은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 역의 하나가 되며 문화에 깊이 스며들게 되고

(embedded), 문화 역시 법 안에 스며들어 서로 독자 , 자율 , 외 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게 된다.31) 구성  근, 즉 ‘문화로서의 법(law as culture)’, ‘법으

로서의 문화(culture as law)’는 법과 문화의 계가 항상 역동 이고 상호작용

이며 변증법 이라는 을 강조한다. 법은 문화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사회  

계  문화  행으로 형성된 문화의 상이기도 하다.32) 따라서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28) Anthony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29) Lawrence Rosen, Law as Culture: An Introdu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8. 
30) Geertz, supra note 18, p.232.
31) Austin Sarat & Thomas R. Kearns, Law in the Domains of Cultur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10.
32) Naomi Mezey, “Law as Culture,” Yale Journal of Law and Humanities, Vol. 13 

(2001),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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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려하기 해서는 그것이 문화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여 그것이 체계 내의 

다른 부분과 어떤 상 계를 맺으면서 체계 체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하는지

를 살펴보아야 한다.33)

이러한 문화의 맥락론  개념34)에 입각하여 법을 문화와 련하여 치지우면 

법은 단지 분쟁해결이나 사회통제의 기제라는 기능주의  차원의 설명35)을 넘어

서게 된다. 법은 행 자가 목표지향 인 행 를 합리화하기 하여 끌어들이는 

자원의 ‘느슨하게 구성된 퍼토리’라는 도구  차원에서도,36) 한 사회를 의미

지우고 조직화하는 계의 틀(framework of ordered relationship)이라는 의미론  

차원에서도37) 악될 수 있다. ‘법으로서의 문화’ 혹은 ‘문화로서의 법’이 드러나

는 맥락  하나는 특정한 사건이 분쟁으로 발 하여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일 

것이다. 문화는 규범 인 사회 계에 참여하거나 일상  행 를 함으로써 실

제화되고 구성되며, 그러한 일상  행 에는 분쟁행 가 포함되기 때문이다.38) 

분쟁해결과정을 역동 인 사회 계 속에서 비교문화 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일

군의 법인류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39) 

이 에서는 특정한 분쟁해결 방식인 미국식 배심제를 주된 연구 상으로 삼

33) 이문웅, “법인류학의 연구영역과 방법”, 법과사회, 제8집(1993), p.210.
34) 전경수는 문화이론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각각 문화의 ‘유형론’과 ‘맥락론’으로 구

별하고 있다. 인간행위에 내재한 혹은 밑에 깔린 구조와 법칙 혹은 인지체계의 표현으
로서의 문화개념은 유형론자들이 강조했던 바이고, 이와는 달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표층적인 인간행동과 사고에서 나타나는 생활로부
터 인간행위의 실천의 양상과 그 의미와 기능을 지역 사회의 구조, 환경, 국가이념과 
정치제도 등의 상호 결합된 체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은 맥락론자들의 관심사였다. 전
경수, supra note 26, pp.31-32. 

35) Bronislaw Malinowski,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Towman & Allanheld, 
1985).

36) John L. Comaroff and Simon Roberts, Rules and Processes: The Cultural Logic of 
Dispute in an African Contex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37) Rosen, supra note 29, p.7.
38) Oscar Chase, Law, Culture, and Ritual: Disputing Systems in Cross-Cultural Context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p.7.
39) Laura Nader and Harry F. Todd Jr., The Disputing Process: Law in Ten Societ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분쟁해결과정을 통해 해당사회의 문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전통은 칼 르웰린(Karl Llewellyn)과 아담슨 호블(Adamson Hoebel)이 한 사회
의 ‘문제사건들(trouble-cases)’을 통해 법을 파악하려 했던 시점부터 시작한다. Karl N. 
Llewellyn and E. Adamson Hoebel, The Cheyenne Wa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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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 분쟁해결 과정 자체를 미시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는 배심제의 규칙과 담론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를 규명해 내고 그것이 법제도와 

어떠한 역동  계를 주고받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배심제라는 법제도가 미국

인의 특정한 문화  인식틀을 반 하여 만들어졌고, 한 그것이 그러한 인식틀

을 정형화, 강화, 재생시켰다는 구성  문화  에서 논의를 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미국 배심제를 형성하는데 가장 강한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미국 문화의 과학주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로서의 과학주의

무엇이 미국문화의 원류인가, 무엇이 미국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미국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다루는 소  ‘미국의 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는 미국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의 주된 심사 다.40) 미국 인 가

치   문화  특질로서 가장 빈번하게 언 되었던 것들은 개인주의,41) 공동체

주의,42) 실용주의,43) 자유주의,44) 민주주의,45) 다양성,46) 물질  풍요/낙천주의47) 

등이었다. 한 진보에 한 믿음, 과학  방법에 한 신뢰는 미국문화를 특징

지우는 문화  특질로 볼 수 있다.48) 미국 사회과학의 특징으로서 과학주의와 자

40) 이에 한 유용한 논의로는 Seymour Martin Lipset,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orton, 1997)을 참조할 것. 국내 역사학자가 이 문제를 직접적
으로 다룬 문헌으로는 김봉중,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 미국의 정체성을 읽는 

네 가지 역사  코드(소나무, 2001) 참조. 미국학계(American Studies)의 지적계보와 관
심사안의 변천에 해서는 권석우, “미국학(미국문화연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하
여: 패링턴으로부터 신화상징학파, 새로운 미국학에서 다문화주의에 이르기까지”, 미국

학논집, 제37권 제3호(2005)를 볼 것.
41) Robert N. Bellah et al.,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3r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42) 유홍림, “미국의 공동체주의 정치사상”, 미국학, 제20집(1997).
43) 이보형 외, 미국인의 생활과 실용주의(민음사, 1986); 정상준, “포스트모더니즘, 실용주

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미국학, 제20집(1997).
44) 최정운, “미국의 자유주의: 롤스(Rawls)와 노직(Nozick)의 논쟁”, 미국학, 제20집(1997).
45)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McGraw-Hill, 1981).
46) 미국 사회에서의 다양성 관련 논의에 한 비판적 고찰로는 피터우드(김진석 역), 다

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해바라기, 2005) 참조.
47) Cora Du Bois, “Dominant Value Profile of American Culture,” American Anthropologist, 

Vol. 57 (1955).
48) William H. Goetzmann, “Americans, Exploration, and the Culture of Science,” in 

Luther S. Luedtke (ed.), Making America: The Society and Culture of th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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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가 미국의 외주의라는 미국식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도로시 로스(Dorothy Ross)의 지 처럼 과학주의는 미국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수

많은 가치들과 하게 연 되어 있다.49) 

과학은 통 인 의미에서는 조직화된 지식 혹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지

칭하는 것이다. 문화로서의 과학에는 고유의 제도, 언어, 사상, 가치, 방법, 상징, 

그리고 인식가능한 실행자(practitioner) 등이 있다.50) 역사 으로 살펴보아도 미국

독립 쟁 당시의 사상가들은 과학에 감을 받은 계몽주의 철학의 향을 받았

으며, 벤 민 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 같은 정치지도자들은 그 자신이 과학  

문화에 심취했던 과학자이기도 했다. 

미국문화로서의 과학의 가장 요한 특질 의 하나는 바로 탐험 인 행 이

다. 탐험정신은 미국서부의 신화를 만들어 냈던 ‘ 런티어주의(frontierism)’로 연

결된다. 런티어란 정지해 있는 경계선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문

이다.51) 드릭 잭슨 터 (Frederick Jackson Turner)의 기념비  논문인 “미국

역사에서의 런티어의 의미(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에서도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인의 특질을 형성시키는 데 런티어가 

 향을 미쳤음이 강조되고 있다.52) 그런데 미국인에게 ‘ 런티어(frontier)’

란 지역 , 외형  의미 이상을 함축하는 것이다. 지 , 정신  세계에 한 탐험

정신이 과학  탐구에 한 숭배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주의의  다른 발 은 과학  탐구방식, 그리고 문가 집단에 

한 강한 믿음이다. 특히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구 륙 사람들과 다르다는 외

주의  정체성의 한 측면을 문가주의(professionalism)에서 찾으려 했다. 특히 

19세기 이후 산업화의 속한 진행으로 다수의 미국인들이 자신을 산층으로 

인식했을 때, 귀족주의를 거부하 던 미국인들에게 계층  분화의 정당성은 바로 

능력 주의 이데올로기 으며 과학은 문가주의 문화의 신조 다.53) 문가주

States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1987), p.316.
49) 도로시 로스(백창재⋅정병기 역),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나남, 2008).
50) Goetzmann, supra note 48, p.315.
51) 김봉중, supra note 40, pp.12-13.
52) Frederick Jackson Turner,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in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Bibliolife, 2008). 터너에 한 비판으로는 패트리샤 
넬슨 리메릭(김봉중 역), 정복의 유산: 서부개척으로 본 미국의 역사(전남 학교 출판
부, 1998)를 볼 것.

53) Burton Bledstein, The Culture of Professionalism: The Middle Class and the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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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는 통  권 를 거부하는 역사  욕구를 가지고 있는 민주사회가 필요

로 하는 기본  자연과정에 한 질서 있는 설명을 제공하 다.54) 한 과학은 

문  권 의 근원으로서 정치의 정실주의, 인간성의 타락, 당 심의 편 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 다.55) 과학과 문가에 한 존경심이 가져온 의미 있는 

변화는 바로 사회  문제들이 과학  방법에 의해 해결 가능한 기술 인 문제로 

간주되기 시작하 다는 것이다.

결론 으로 미국에서 과학주의는 문가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을 수 있도

록 하고 그것이 사회 반에 걸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  인식

틀이었다. 이 에서는 이러한 문화  인식틀로서의 과학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법  결정과정에 스며들었는지를 배심제에 한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배심제 련 규칙에서 법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공정성의 개념이 어떻

게 과학  방법이라는 틀에 의해 재해석되는지에 을 두고자 한다. 다음에서

는 미국 배심제의 근본을 이루는 규칙들을 정리해 보고, 이러한 핵심규칙들이 어

떠한 역사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는지 살펴본다.

III. 미국 배심제 규칙의 역사적 전개

1. 배심제의 핵심적 원칙

미국의 배심제의 핵심  규칙들을 매우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56) 

① 배심재 에는 일반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사실 단자로서 참여한다. 

② 배심은 12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③ 배심원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무작 로(randomly) 선택되어 

공   법 과 당사자의 질문을 거쳐 선정된다.

④ 배심은 공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만 단하여야 한다. 

⑤ 배심원은 법에 반하는 평결(nullification)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Higher Education in America (Norton, 1978).
54) Ibid.
55) Ibid.
56) The Jury Selection and Service Act, 28 U.S.C. §§ 1861 이하. 배심제에 한 일반적

인 설명으로는 Nancy S. Marder, The Jury Process (Foundation Press,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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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 5가지 속성들이 어떠한 역사  과정을 통해 등장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배심제의 속성  일부는 미국 기 역사에서 기원한 것이고, 일부는 시간

이 흐르면서 변화된 것이라는 이 드러난다. 

2. 역사적 고찰

1) 배심제의 태동: 사실 계에 한 정보제공자로서의 배심

배심제도는 세 국에서 존재했던 여러 가지 분쟁해결 방식  재까지 남

아있는 것 의 하나이다. 이 에는 육체에 물과 불을 이용한 해를 가하여 그

것을 이겨내는 사람을 무죄로 한 試罪法(trial by ordeal)이 시행되었다.57) 아니면 

구든지 騎士를 고용하여 싸움을 붙여(trial by combat) 이기면 분쟁에서 승리하

는 방법이 있었다.58) 

한 재 의 용에 있어서는 서구사회이든 비서구사회이든 사회경제  지

에 따른 차이가 있어 왔다. 시죄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류층에게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59) 국의 사회인류학자 에반스-

리차드(Edward Evans-Pritchard)가 지조사를 수행했던 아 리카 쟌데족의 신탁

재 에서도 일반인들에게만 그것이 행하여지지 사회  지 가 높은 추장이나 그

의 가족들에게는 원칙 으로 행해지지 않았다.60) 

시죄법과 결투는 모두 당시에는 정당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인정되었고, 그것들

은 문화 으로, 종교 으로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수용되었다.61) 시죄법은 

확실함에의 갈망, 의심의 여지없는 해답을 요구하는 세인들의 문화  정서에 

57) 비드마르, supra note 2, p.104.
58) 사실 이러한 방법은 현재에도 분쟁당사자들이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

정에서 리전을 펼치는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승패여부는 그러한 변
호사들을 고용할 재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귀착된다는 냉소적인 지적도 있다.

59) William L. Dwyer, In the Hands of the People: The Trial Jury’s Origins, Triumphs, 
Troubles, and Future in American Democracy (At. Martin’s Press, 2002), p.30.

60) Chase, supra note 38, pp.22-23.
61) 시죄법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개입이 있었다. 시죄법으로 판단되

는 사실은 애초부터 다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고, “누가 가장 그러한 일을 저질렀
을 것 같은가”를 판단하는 문제들은 개 사람의 지위, 과거행위, 전반적인 평판에 의
해 평가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죄법이 전혀 합리성을 결한 방법은 
아니었다. 또한 시죄법으로 현시되는 신의 응답에 한 평가도―화상의 상처가 아물었
는지 물속에 처박힌 자의 몸이 밑바닥에 닿았는지 아닌지 등― 평가자인 인간의 재량
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었다. Rosen, supra note 29,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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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거역할 수 없는 ‘신의 목소리’에 다

가가도록 하 다. 한 차상의 서스펜스와 청 동원의 가치가 높은 소  ‘발

(revelation)’  성격이 강한 의례를 동원하는 에서 사회통합  가치가 높았

다.62)

형사재 에서의 배심제도는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신성재 에 한 카톨

릭 교회의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확고하게 확립되었다.63) 시죄법이 신의 의사가 

발 되는 비자발 인 신체  반응(involuntary physical response)을 요구하는 것이라

면 배심제는 인간의 단을 요구한다는 에서 근본 으로 달랐다. 내용 으로도 

발 (revelation)에 의한 재 이 설득(persuasion)에 의한 재 으로 변형되었다.64)

세의 배심은 노르만 정복왕조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에게 분쟁의 

상이 된 사실 단이 있어 선서 아래 진실을 말하는 제도를 발 시킨 것이 그 

기원이다.65) 배심의 기원은 일정한 수의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선서를 시킨 다

음 분쟁해결을 하여 사안의 진상을 증언하도록 하는, ‘선서한 정보원(sworn 

informants)’이라 할 수 있다.66) 따라서 배심은 개별 사건의 사실 계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선발되었으며 배심원은 그들이 소유한 사 정보와 지식 때문에 뽑

히게 되었다. 이들은 한 법정 밖에서 사실 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다.67) 그러므로 배심원은 당해사건의 사실과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인근지역에서 

선발되었으며(‘jury of vicinage’), 이는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기 해 사건에 

한 사 지식을 배제하는(‘jury of ignorance’)  미국의 배심과 비교할 때 그 

출발부터 매우 상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62) 이 점에서 북미 에스키모 사람들의 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노래시합’이 비된다.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소원해
진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스
키모 사람들의 노래시합을 기술한 법인류학자인 호블(Hoebel)의 저작은 한국문화인류
학회(편),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일조각, 2006), pp.227-34에 수록되어 있음. 

63) 륙에서는 사실식별 기술에 훈련된 직업법관과 전문적인 스태프들의 직권주의적 절차
가 시죄법을 체하게 되었다. 고문(torture)은 사실인정을 위해 정교한 절차 내에서 공인
된 방법 중 하나였다. 형사사법절차의 맥락에서 중세유럽의 고문과 미국의 유죄협상을 
비교 고찰한 논문으로는 John Langbein, “Torture and Plea Bargaining,”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46 (1978) 참조.

64) Dwyer, supra note 59, p.36.
65)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집문당, 2005), p.282.
66) Dwyer, supra note 59, p.32. 
67) Marder, supra note 56, p.18. 특히 초창기 영국의 배심원에게는 토지 장(Domesday 

Book)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역사건에 관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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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을 가진 지역주민의 참가는 이 듯 세 배심제도로부터 기원하 다

고 볼 수 있는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사  지식을 바탕으로 

단을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졌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었다. 그러나 차 지역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배심의 성격 역시 변하기 시작했

다.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면서 외부의 증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배심

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배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배심원의 사 지식과 재 을 통해 알게 된 외부정보의 비 은 차 후자의 방향

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17세기 말에는 배심원의 평결이 법정에서 출된 증거

에만 근거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68) 차 ‘일반상식’보다는 ‘엄격하게 

통제된 정보’에 근거해 단할 것이 요구되었다. 배심원 선정시 거로 하는 모

집단인 ‘지역주민’의 범 도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넓어져 갔다. 

2) 식민지 시 의 배심제: 식견자로서의 배심

식민지 시 부터 시작된 미국의 배심은 체로 이러한 국의 배심제를 계수

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배심제가 미국인들의 민주  정서에 깊게 새겨지게 된 것

은 미국독립 쟁 무렵이었다.69) 독립 쟁 당시 배심제는 식민모국의 압제로부터 

독립국 미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주요한 제도로 등장하 다. 미국의 독립선언

문은 식민기간 동안 배심제의 활용을 억압하 던 정책을 통해 배심에 의한 재

이 박탈된 것을 독립 명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목하 다.70) 배심재 은 ‘상

의 법’(higher law)을 식별하는 맥락으로 이해되었고, 배심원은 그들의 양심에 비

추어 법에 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71) 미국생활에서 배심제가 차지하

는 신성한 지 로의 성장은 바로 미국사람들이 구 륙과 비하여 자신들만의 

‘특별한’ 가치 을 습득하기 시작했던 때와 일치한다. 

식민지 시 의 배심은 체로 권  있는 기구 다. 배심원들은 납세자나 재산

을 소유한 남자들로 구성되었다. ‘年限계약노동자(indentured servants)’와 노 들

은 배제되었다.72) 국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당시에는 제 로 법률교육을 받

68) Dwyer, supra note 59, p.36.
69) Valerie P. Hans and Neil Vidmar, Judging the Jury (Basic Books, 1986), p.32.
70) 안경환, “미국 독립선언서 주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2001), p.118. 
71) Jeffrey Abramson, We, The Jury: The Jury System and the Ideal of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p.88-89.
72) Vidmar & Hans, supra note 20,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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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가가 드물었고, 사들 역시 정규 법률교육을 받지 못하 다. 당시 미국

인들이 법률  소양이 부족한 직업법 에 비하여 배심제도를 더 신뢰한 것은 이

러한 연유에서 다.73)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 의 법은 상 으로 간단했다. 형

사재 에서 양형은 사형과 태형 등 신체형이 심이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에 

있어 법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 

식민지 시 의 배심은 세의 배심이 보유한 조사권은 없었지만 법정 안에서

는 사실 단(fact-finding)과 아울러 법률문제를 단(interpretation of law)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사는 배심원들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說示

(instruction)해야 했다.74) 식민지 시 의 배심은 오히려 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렸고, 이러한 경향은 1850년 까지 유지되었다.75) 이러한 은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법 이 많지 않았고, 지역사회의 유지들

이 오히려 더 식견과 양식이 높다고 인정된 경우가 많았다는 에서 정당화되었

던 것이다. 

3) 미국독립 후의 배심제: 정당성 부여자로서의 배심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 재 을 받을 권리는 미국 연방헌법의 핵심 인 부

분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연방헌법은 배심제를 헌법상의 제도와 권리로 규정하

고 있다. 즉 연방헌법 제3조 제2항은 배심재 을 제도화하고 있고,76) 수정헌법 

제6조77)와 제7조78)는 각각 형사재 에서의 배심재 , 민사재 에서의 배심재 을 

73) 비드마르, supra note 2, p.34.
74) Marder, supra note 56, pp.20-21.
75) Ibid., p.22.
76)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은 배심재판에 의하여야 하고, 재판지는 범죄지 주

에 있다”(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such Trial shall be held in the State where the said Crimes shall have been 
committed; but when not committed within any State, the Trial shall be at such Place 
or Places as the Congress may by Law have directed).

77) “연방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지 주 관할법원에서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아야 한다”(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78) “소송물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하는 보통법상의 소송에서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
장되며 배심이 심리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는 보통법상 법칙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미
국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재심사되지 아니한다”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미국 배심제에 한 법인류학  고찰 / 李哉協   353

미국시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79) 수정헌법 제6조상의 ‘공정한 배심(impartial 

jury)’에 의한 재  조항은 기에 연방형사소송에만 용되고 각 주의 형사소송

에는 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가, 1968년 Duncan v. Louisiana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수정헌법 제6조가 수정헌법 제14조의 법 차 조항을 통하여 각 

주의 형사소송에도 용되는 것으로 결하 다.80) 

식민 본국으로부터의 유산이었던 배심제도가 독립 후에도 굳건히 자리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의민주주의가 실 되고, 삼권분립이 보장되었으며, 문 법

이 존재하 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사법결정 참여를 왜 굳이 필요로 하

는가? 물론 식민지에서 다수를 차지하 던 국출신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그

들의 사회문화  통을 단 하는 것을 기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신생독립국 구성원들의 배심제에 한 생각과 믿음을 기록한 문헌들을 살

펴보면 일반인의 사법참여가 필요했던 보다 한 이유가 있었으리라는 을 

짐작할 수 있다. 

국으로부터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고 의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지만, 국가권

력에 한 미국인들의 뿌리 깊은 경계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민주 으로 수립

된 정부라도 언제든 국민을 억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 있었다.81) 사

법부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언제든 부패한 사와 출세에 이 먼 검사들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정부 리가 아니고 

법 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식선의 정(common sense judgment)’이 

사법부의 결과정에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시의 미국인들은 보았던 것이다.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79)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연방헌법 조문에 규정되지 
않았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제83번에서와 같이 민사배심재판에 한 연방주의자
와 반연방주의자간의 의견 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드마르, supra note 1, 
pp.585-86. Charles Wolfram은 수정헌법 제7조에 관한 연구에서, 연방민사배심 규정은 
배심원이 연방판사와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가정 하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Charles Wolfram,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Seventh Amendment,” 
Minnesota Law Review, Vol. 57 (1973).

80) Duncan v. Louisiana, 391 U.S. 145 (1968). 수정헌법 제6조는 배심원 선발절차, 배심
원단의 규모 등 여러 핵심적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지만, 각 주 법원과 의회는 수정헌
법 제6조에 의한 보장을 최소한도로 하여 각기 다른 배심절차를 시행할 상당을 재량
을 갖고 있다. 비드마르, supra note 2, p.170.

81) Gary Wills, A Necessary Evil: A History of American Distrust of Government (Simon 
& Schust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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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배심원 평결의 ‘정확성(accuracy)’과는 애 부터 무 한 가치 다. 

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 인 사법제도가 확립되었음에도 배심제가 

필요한 것은 배심원의 참여가 결정의 정당성(legitimacy)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었

다. 특히 식민지 시 에서의 사들은 국 왕에게 사하는 사람들이어서 식민

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해  수 있는 사람으로 비쳐지지 않았고, 이러한 역사  

경험이 미국인들의 권력, 정부에 한 뿌리 깊은 불신을 형성하 다. 재 의 결

과에 따라 자신의 자유와 재산의 운명이 걸려있는 당사자에게는 권리의 수호자

가 국가권력의 표자인 직업법 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배심원이라는 생각이 자

리잡게 되었고, 배심은 법 의 단을 보완할 수 있는 상식에 기 한 지역정서의 

반 이었던 것이다.82)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보통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

들이 상식에 기 한 평결을 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 지방 편 주의(parochialism), 

인종주의(racism), 성차별주의(sexism)가 나타날 수 있는 험이 있다. 지역사회의 

정서란 한상 공평무사한 결정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

도 건국 기부터 한 세기 동안은 일반상식에 의한 평결은 도 받지 않았다. 사법

제도가 확립된 19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자치정부의 통치를 한 사법주권의 행

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사의 힘을 견제하여 사법제도 내에서의 균형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해졌다.83) 

이 게 독립 후의 미국에 존속하게 된 배심제는 사법과정에서 법지식으로 무

장한 문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 문가인 배심원을 참여하게 하 다는 

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 시 에는 자격 있

는 법률 문가들이 많지 않았고, 근  의미의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가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법학교육의 문화와 변호사 수의 격한 증가로 

19세기 반 이후 법률가의 공 이 원활하게 되었다. 특히 하버드 로스쿨의 크리

스토퍼 랭델(Christopher Langdell) 학장의 주도로 법학교육의 과학화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엘리트 법률가, 법학교수, 그리고 사들 간의 동맹이 법 문직의 새

로운 구조로 등장하 고,84) 그것은 법 문직과 법원의 친자본주의  보수주의를 

확고하게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85) 식민지 시 와는 달리 문  교육훈련을 

82) Tocqueville, supra note 45, p.290.
83) 안경환⋅한인섭, supra note 65, p.154.
84) 이재협, “미국의 법학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국학, 제31집 제2호(2008).
85) 최정운, “미국법의 전문화: 1870-1920년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지역연구, 제

1권 제2호(199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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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법 의 등장은 일반상식으로 무장한 배심원의 존재이유를 퇴색시킬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사법 참여가 굳건하게 지속된 이유를 배심

제의 제도  규칙에 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IV. 미국 배심제의 규칙과 과학주의

1. 사실판단자로서의 일반인의 참여: 객관적으로 정확한 평결의 추구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미국 배심제의 원칙  첫 번째는 해당 지역사

회에 거주하는 일반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법 용자가 아닌 사실 단자

(fact-finder)로서 재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때 국과 미국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균 이상의 명망가형 인사로 구성된 배심원(blue-ribbon jury)86)

을 운 한 도 있었으나, 이제는 시민권, 연령, 거주지, 문자인식능력, 한 정

신 , 육체  장애의 부재, 과사실의 부재 등 최소한도의 기 만 충족시키면 

배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87) 이는 배심제가 사법제도임과 동시에 정

치제도임을 나타내 다. 토크빌은 배심제를 피치자 내지는 피치자의 일부가 사

법 차를 담당하는 제도라는 에서 공화정의 가장 표본  제도로 보았고, 한 

‘  주권’과 같은 추상 인 이상을 실 하고 사회의 통제를 진정하게 사람들

에게로 회귀시키는 기제로 악하 다.88) 

재 을 받는 형사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심제는 지역사회의 동료(peer)들로 

구성된 일반시민으로부터의 평결을 보장받는다는 매우 요한 권리를 부여해 

다. 원래 지역 사회인으로서의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에는 사실 단과 가치

단의 역할이 복합 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었다.89) 그러나 차 법이 복잡해지

면서 배심원은 오직 사실 단에만 치 하게 되었고 법에 복종할 것이 요구되었

다. ‘배심원은 사실을, 법원은 법을’이라는 일종의 노동분업 이론은 법원의 입지

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법원 

86) 이는 ‘특별배심(special jury)’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코몬로 전통에서 기원하였으며 
미국의 몇몇 주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87) Jury Selection and Service Act, 28 U.S.C. § 1865(b) (1968).
88) Tocqueville, supra note 45, p.167.
89) Marianne Constable, “The Modern American Jury: Fact and Law in Law and Society,” 

Journal of American Culture, Vol. 15 (1992),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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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되었다. “확립되고 공정된 법원리에 의해 통제되지 않

는 배심원을 갖고는, 법의 지배는 사람의 지배―선거로 뽑히지도 않았고 책임을 

지울 수도 없는 12명의 지배―로 격하되어 버릴 것이다.”90) 이후 배심의 권한은 

축소되었고, 차 사의 통제를 많이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남북 쟁 이후 미국사회가 격

히 변화한 것을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마을(village)과 타운쉽(township) 심의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모하 고, 흑인노

해방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국  

시민권(national citizenship)의 개념이 출 하 다.91) 다수의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미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인종 , 민족 으로 매우 다양하게 변모하 다. 백

인 남성 자유인으로 구성된 식민지 배심은 공유된 법윤리 의식이 있어 어느 정

도 일 성 있는 평결이 기 되었으나,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미국사회의 변화

의 시기에는 ‘동료로서의 지역  감정’을 표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92) 

한 ‘지역  감정’ 혹은 ‘지역  양심’은 사회  분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그것이 외부인에 해 작용할 경우 매우 한 불공평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

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93) 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

은 보다 측가능한 결과 법의 명확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재 의 주도권이 배

심원에서 사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도 산업체의 이익을 변한 의도 인 변화

90) Sparf and Hansen v. United States, 156 U.S. 51 (1895). 안경환⋅한인섭, supra note 
65, p.248에서 재인용. Sparf 판결을 계기로 배심은 적용할 법에 관한 판사의 설시에 
반드시 따를 것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상소불가능한 배심원의 무죄평결의 권한
은 그 로 보유하게 되었다.   

91)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 “미국에서 출생 또는 귀화하여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가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

92) Abramson, supra note 71, p.89.
93) Rosen, supra note 29, p.50. 이러한 우려가 한때 미국에서 혼합배심(mixed jury)을 운

영하였던 이유가 된다. 혼합배심은 본래 영국인과 유태인과의 분쟁을 다루기 위해 만
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영국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외국인 혹은 소수자에게 불리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졌다. 혼합배심은 미국 식민지에도 도입되었
고, 인디언 원주민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활용되었다. 그 후 이 제도는 ‘공정한 횡단
면 개념(fair cross-section)’이 출현하여 배심원단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퇴색되었다. 
Vidmar & Hans, supra note 17,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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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해석도 제기되었다.94) 바야흐로 ‘지인사회’는 서서히 사라지고 ‘익명사회’

가 도래하기 시작한 것이다.95)  

따라서 분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일반상식’에 입각한 평결은 더 이상 그 

자체로서 정당화되기 어려워졌고, 외부증인으로부터의 추가정보, 그리고 사나 

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배심원들의 경험과 상식이 증거

의 규율에 의해 향상되고, 배심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상식의 과 일반화 가능성

은 비 이고 객  정보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는 과학주의  믿음이 차 

우세해졌다. 동질  지역사회인에서 이질  외부인으로 변모한 배심원들은 동일

한 사건을 각자의 에서 바라보게 되므로, 과학  방법에 의한 한 통제는 

일반상식의 지역  편향성을 극복하고 평결의 질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해 필

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배심평결에 한 이러한 인식의 환은 인간에 의한 주  단을 존 하던 

통으로부터 개개의 사건에는 객  실체가 있으며 실체  진실은 하나여야 

한다는 객  실재론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배심원들은 

사실 단과 가치 단을 함께 했던 기 배심원의 권한을 잃고 객  규칙에 의

해 통제되는 사실 단자로서의 지 를 갖게 된 것이다. 이제 평결이 정의로우냐 

아니냐 하는 가치의 문제보다는 객  사실 단을 배심원이 제 로 했느냐 아

니냐 하는 평결의 정확성 문제가 요시되게 된 것이다. 

평결의 정확성에 한 요구는 객  사실 계의 존재에 한 믿음과 이를 옳

게 반 하는 법원의 결에 한 요구와 연결된다. 식민지 시 에는 결의 정확

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객  기 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고 오

히려 한 양식을 갖춘 배심원의 평결이 법 의 단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 다. 그러나 이제는 객 으로 존재하는 사실 계의 실체를 오류 

없이 발견해 내는 것이 사법  단의 요한 목표가 되었고, 비법률가인 배심의 

역할 역시 사실 계에 한 정확한 단을 통해 사법 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된 것이다. 사회과학  진리에 계도되는 배심은 상식에 의해 계도되는 배심

94) Dwyer, supra note 59, p.71.
95) 배심제가 ‘지인사회’보다는 ‘익명사회’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는 신우철, “「국

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한 관견: 비교헌법사적 시각에서의 쟁점분
석과 안모색,” 법과사회, 제31집(2006), pp.131-32 참조.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배심제는 ‘지인사회’에서도, ‘익명사회’에도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다만 그 성격과 권한, 관련주체들의 관계가 변모한 것을 알 수 있다. 



358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3호 (2009. 9.)

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 서서히 힘을 받게 되었다.96) 객 으로 정확한 평결을 

하는 것은 배심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요한 역할이 되었다.

2. 배심원의 수: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도구적 사용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미국 배심제의 원칙은 배심이 12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재 민사재 에서는 연방법원  주법원 공히 12명 미만의 

배심원이 구성되기도 하지만,97) 12명이라는 배심원 숫자는 미국에서 통 으로 

유지되어 왔다. 연방 법원 례에서도 언 된 바 있듯이 배심원의 수가 왜 12인

이어야 하는가는 ‘역사  우연(historical accident)’이라고 할 수 있다.98) 하지만 

그러한 우연이 어떻게 7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는지는 흥미로운 연구의 상

이다. 1930년 Patton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도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은 수정

헌법 제6조상의 배심재 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  하나로 재확인되었다.99) 

이후 1970년 에 들어서 연방과 주법원의 일부 사들이 12명 미만의 배심원들

을 실험 으로 운용해 보면서 배심원 수에 한 논의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

다.100) 숫자의 논의가 새삼 등장하게 된 것은 배심원 평결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한 심이 생겨났음에 기인한다. 

미국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배심재 의 권리가 반드시 12인으로 구성된 배심

에 의하여야만 하느냐에 한 논란에서는 6인 이상 12인 이내라면 연방헌법 규

정에 배되지 않음을 례는 명시하고 있다.101) 배심의 수는 외부의 으로부

96) Marianne Constable, Law of the Other: The Mixed Jury and Changing Conceptions 
of Citizenship, Law, and Knowled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64.

97) 연방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12명의 배심원이 구성된다.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23(b). 연방민사재판은 6인 이상 12인 이하의 배심원을 구성해야 한다.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48.

98) 물론 12인의 숫자의 기원에 해 종교적 해석(구약의 읽어버린 12부족, 예수의 12사
도 등)도 제시되었음을 판례는 명시하고 있으나 체적으로 우연적인 것으로 판단하
였다. Williams v. Florida, 399 U.S. 78 (1970), pp.86-90.

99) Patton v. United States, 281 U.S. 276 (1930), p.288.
100) Marder, supra note 56, p.30.
101)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2005년에 채택한「배심원과 배심재판에 

관한 원칙」제3원칙에서도 배심원 평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판 당사자들은 담당판
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사건에 필요한 총배심원 수보다 적은 숫자의 배심원 재판에 
합의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6명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http://www.abanet.rg/ 
juryprojectstandards/principl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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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집단토론을 진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표성을 충분히 반 하는 공정성을 제공할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연방 법원은 선언하고 있다.102) 

그런데 배심원 수를 둘러싼 논의들은 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면 평결의 표

성과 함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한 방법론 인 측면에 을 두고 

있다. 를 들어 배심원의 숫자를 일수록 비용이 게 들고 평결에 이르는 시

간이 단축되고 결정에 이르기 용이한 반면, 숫자를 일수록 소수자(minority)의 

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며 나아가 소수자의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등

의 문제들에 해 수많은 실험 , 사회과학  연구들이 시도된 바 있다.103) 연방

법원은 배심원 수와 련한 결을 내릴 때 이러한 경험  사실에 입각한 사

회과학  증거를 극 으로 참고하 다. 연방 법원은 련사건을 단함에 있

어 배심원 수의 문제를 평결의 신뢰성 문제로 악하 고 12인보다 은 소수의 

배심원의 평결결과가 과연 올바르게, 정확하게 나왔는지, 혹은 통계학  오류의 

험을 일 수 있는 정한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를 문제 삼았다.104) 즉, 평결

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보다는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이 더 

요한 문제로 간주되었다.105) 

배심원의 수를 단함에 있어 법원이 결문에서 사회과학  자료를 올바로 사

용했느냐 아니했느냐는 부차  문제이다. 그보다 요한 사실은 법원이 ‘사회과학

 시각’을 채택하 다는 것이다. 즉 배심원 평결의 주  측면을 ‘객 성’이라

는 잣 로 평가하게 됨을 말한다.106) 결국 그것은 지역사회 표로서의 배심과 

같이 과거 규범  가치에 속하 던 근본  역에 과학  가치가 침투하여 배심

102) 399 U.S. 78 (1970), p.100. 
103) Williams 사건 이후 6명 내지 12명의 배심원 숫자에 해 수많은 사회과학적 연구결

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모두가 엄밀한 방법론에 입각한 것들은 아니었다. 특히 
Williams 판결의 법리를 연방민사재판에 확 적용한 판례인 Colgrove v. Battin, 413 
U.S. 149, 159, n.14 (1973)에서도 판결의 근거로 인용한 부분의 경험적 연구사례들
은 오류투성이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Michael Saks, “Ignorance of Science Is No 
Excuse,” Trial, Vol.18 (Nov-Dec 1974); Hans Zeisel and Shari Seidman Diamond, 
“‘Convincing Empirical Evidence’ on the Six Member Jury,”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41 (1974).

104) Ballew v. Georgia, 435 U.S. 223, 234~235 (1978).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형사배
심원의 수를 5명으로 줄이려고 하는 조지아 주의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105) Constable, supra note 96, p.47.
106) Ibid.,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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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평결의 공정성을 과학 으로 재해석하여 포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배심원 선정: 절차적 과학주의

배심제 원칙  세 번째는 배심원들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에서 무

작 로 선택되어 공   법 과 당사자의 질문을 거쳐 선정된다는 것이다. 여기

에 ‘지역사회의 동료들에 의한 재 (trial by jury of peers)’을 받을 피고인의 권

리로서의 배심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배심재 에 참여하는 일반시민의 권리(right 

to participate as a juror)’로서의 배심제의 의미가 부각된다. 식민지 시 에 피고

인의 권리로서의 배심제가 강조되었다면, 독립 이후에는 배심재 에 참여할 권리

가 차 더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배심원 후보자의 범 한 참여를 보장하기 

한 차  규칙들도 정교하게 발달하 다. 

배심제의 참여  민주성을 배심원 구성의 차원에서 조명해 본다면 앞서 지

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료로서의 배심(jury of peers)’에서 ‘외부인으로서의 배심

(jury of alien)’으로 변화하 다고 볼 수 있다.107) 여기에서 외부인(alien)이란 시

민권, 언어 등에 기한 구분이 아니라 인종, 성별 등과 같이 인구통계학 으로 변

별가능한 성질에 기한 구분을 말한다.108) 

배심원의 표성을 실 하기 해서는 지역사회를 다양한 가치를 가진 개인의 

집합으로 보아 그 안에서 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따라

서 ‘ 표성’ 문제를 객 으로 해결하기 해 정한 규모의 배심원 모집단과 

표본집단을 확보하고 무작 로 후보들을 추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과학  방

법들이 동원되었다.109) 먼  배심원을 지역사회를 표하는 집단으로 구성하기 

해서는 배심원후보의 모집단(jury pool 혹은 jury venire)에 각계각층이 공정하

게 분포될 것, 즉 ‘공정한 횡단면에 의한 표성(fair cross-section representation)’

을 필요로 한다. 

1968년 ‘배심원 선정  서비스에 한 법률(The Jury Selection and Service 

Act)’은 연방법원의 소송 당사자는 지역사회의 평균인에 근 한 배심후보자 군으

로부터 무작 로 선정된 배심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 다.110) 

107) Constable, supra note 96, p.2.
108) Ibid.
109) Ibid., pp.40-41.
110) 28 U.S.C. §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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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생지, 성별 는 경제력을 이유로 하여 배심원이 될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11) 동법률은 투표인 명부를 근간으로 

했는데, 그것은 지역공무원들이 지역연고나 지 에 의거해 배심원 후보들을 선발

했던 이 까지의 행을 변경한 것이었다.112) 그러나 법원은 체로 동 법률을 

단히 좁게 해석하여 왔다. 연방 법원은 1975년 Taylor v. Louisiana 사건에서 

주법원의 배심선정 차에서도 공정한 배심의 재 을 받을 권리가 용된다고 

시하면서 배심 후보군은 지역사회 체의 보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부연했지

만,113) 1968년 법률과 Taylor 결은 배심후보자군의 선정 차에 해서만 용

된다고 단하 다.114) 

연방사건의 경우 배심원후보군의 명부는 할법원에서 리하는데, 미국의 선

거구가 인종 ․민족  다양성을 고려하여 획정된 것과는 달리 법원의 할구역

은 그러한 고려가 없이 행정  편의에 의해 자의 으로 정해졌다는 에서 실질

으로 지역사회의 소수민족들을 제 로 포섭하기 힘들다는 이 지 되어 왔다. 

컨  보스톤 시가 포함되어 있는 서포크 카운티(Suffolk County) 지방법원 

할구역에는 20%의 흑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같은 지역의 동부매사추세츠 연

방법원 할구역에는 7%만의 흑인주민이 거주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주법

원에서 심사하느냐 연방법원에서 심사하느냐에 따라 ‘공정한 횡단면’의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115) 

1979년 Duren v. Missouri 결에서도 피고인이 체 인구  ‘인식 가능한 특

정집단(cognizable group)’이 배심원 후보자 명단에 과소하게 포함되었다는

(under-represented) 을 입증하면, 주 정부가 낮은 표성이 주의 한 이익을 

111) Ibid., § 1861.
112) Jon Van Dyke, Jury Selection Procedure; Our Uncertain Commitment to Representative 

Panels (Ballinger, 1977), p.86.
113) Taylor v. Louisiana, 419 U.S. 522, 530 (1975). 루이지애나 주는 남성의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바로 배심원으로 소환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배심원 참여를 원하
는 경우 미리 법원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여성이 조직적으로 
배제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이 갖는 공정한 배심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
해당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114) Ibid., p.538.
115) Judge Nancy Gertner, “2 Angry Men (And Women) in Federal Court,” Chicago-Kent 

Law Review, Vol. 82 (2007), p.616.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제기된 사건은 United 
States v. Green, 389 F. Supp. 2d 29 (20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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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선발 차에 기인한 것이라는 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은 재

심을 받을 수 있다고 시하 다.116) 그런데 ‘과소하게 포함’되었음을 별하기 

해서는 체 모집단 내에서의 특정집단의 비율과 이들이 배심원 모집단에 포

함된 비율을 상호 비교해야 하는데, 부분의 법원에서는 그 차이가 10% 미만일 

경우 ‘일응 유리한 사건(prima facie case)’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이 모집단 내에서 10% 미만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  문제제기조차 

하기 힘들게 된다.117) 이 듯 표성 문제의 단에 있어 수량  비교를 극

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마치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결

이 차별성 법리에 사회과학을 극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118) 수정헌법 제6조

의 해석에 있어서 사회과학이 많은 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나타내 다.119) 

한 ‘공평무사한 배심(impartial jury)’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배심원질문

차(voir dire)의 과정과 연 되어 있다. 배심원질문의 역사는 1760년 ‘매사 세츠

주 배심원선정법(Massachusetts Jury Selection Law)’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배심원들은 마을회의에 운집한 사람들 에서 선정되었고, 이 법의 제정결

과 피고인들은 타운미 에서 배심후보자가 자신에 한 편견을 갖고 있는지 질

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120) 한 배심원 선발담당자(keyman)가 자신이 

가장 격이라고 생각하는 배심원 후보자를 선택하는 배심원 선발방식도 있었

다.121) 

20세기 반까지 부분의 주에서는 배심원질문을 당사자들이 수행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다가 1973년 당시 워  버거(Warren Burger) 연방 법원장이 변호사

들 심의 배심원질문이 비효율 이고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비 한 이후 연방법원에서 차 사 심의 배심원질문 차로 바 었다. 재 연

116) Duren v. Missouri, 439 U.S. 357 (1979), pp.367-78.
117) Gertner, supra note 115, p.620.
118) 347 U.S. 483 (1954). 이 판결에서 인정된 사회과학적 증거에 관해서는 한상희, “헌법

재판에서의 사회과학적 변론: Brown 사건과 생계보호기준사건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제41권 제3호(2000) 참조.

119) Constable, supra note 89, p.32.
120) Joel D. Lieberman and Bruce D. Sales, Scientific Jury Selec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7), p.18.
121) 연방법원에서 배심원선발담당자 체제는 1968년까지 존속하다가 그 이후 선거인명부

를 사용하여 무작위 선발절차를 채택하게 되면서 폐지되었다. Van Dyke, supra note 
11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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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에서는 형사재 과 민사재 의 다수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구두 참여 없

이 배심원 선정 차가 이루어지고 있다.122) 이러한 경향은 주법원에서도 마찬가

지로 일어나고 있다.123) 

이제 미국 법정은 당해 사건 심리에 가장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는 배심원

들을 선발하기 해 매우 정교한 차  규칙을 용한다. 사와 검사, 변호사

는 배심원후보자에 하여 배심원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지를 악하기 하여 재  에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하고 문제시되는 배

심원후보를 배제한다.12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  당사자들은 다양한 배경의 배

심원, 그리고 궁극 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배심을 ‘사회를 진정으로 표하는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125) 실제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학력, 연령, 경제력이 상 으로 높

은 백인 주로 구성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습들이 매

우 빈번히 나타난다.126) 그런데 재까지의 미국 연방 법원의 례에 따르면 수

정헌법 제6조의 ‘공평무사한 배심’이라 함은 배심원이 그 지역사회의 표본의 

표성을 가질 것을 요청하지만, 그 다고 해서 최종 으로 선정된 특정사건의 배

심원단이 곧 그 사회의 표본 인 샘 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고 해석하고 있다.127) 배심원이 그 집단, 배경의 정치  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배심원명부가 구성원을 표하고 있으며, 배심원 선정 차에 공정

성이 확보되면 공정한 배심재 을 받을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는 보장된다는 

것이라고 시하고 있다.128) 결론 으로 배심원선정 차의 규칙들은 이러한 차

를 통해 선정된 배심원단의 최종  구성이 의미 있는 소수자들을 골고루 포함해

122) 제프리 T. 프레더릭(이은로 역), 배심원 선정: 배심단 구성의 이론과 실제(한울, 2007), 
p.27.

123) Vidmar & Hans, supra note 17, p.88.
124) 배심원선정절차에 해서는 프레더릭, supra note 122; 한상훈, supra note 17 참조.
125) 보다 적극적인 횡단면의 활용을 주장한 예로는 Richard Re, “Re-Justifying the Fair 

Cross-Section Requirement: Equal Representation and Aggrandizement in the American 
Criminal Jury,” Yale Law Journal, Vol. 116 (2007) 참조.

126) Shari Seidman Diamond and Mary R. Rose, “Real Jurie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s, Vol. 1 (2005), p.247.

127) Strauder v. West Virginia, 100 U.S. 303, 305 (1898). 이 판결에서는 흑인을 배심원후
보명단에서 배제하는 주법이 수정헌법 제14조상 적법절차위반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법령에 의한 인종차별만을 상으로 하였다.

128) Marder, supra note 56,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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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결과 인 표성을 목 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것보다는 배제 차를 

복잡하고 정교하게 함으로써 차에서의 객 성을 강조하는 규칙을 만들어냈

다.129) 결과 으로 실질  표성과 공정성보다는 차  표성과 공정성이 실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4. 배심원에 대한 정보통제: 주관성의 배제

배심제의 원칙  네 번째는 배심원의 단이 공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의 배심과 달리 의 배심원들은 해

당 사건에 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발된 데다가, 이들의 평결은 오직 법정 

내에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어속담에 “어린이들

은 존재하되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children should be seen and not heard)”라

는 말이 있듯이 “배심원은 존재하되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jury should be 

seen and not heard)”는 말이 나오기도 하 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사건에 

한 사 지식이 많은 배심원(jury of vicinage)보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한 

백지상태의 무지한 배심원(jury of ignorance)들이 가장 공정한 평결을 내려  것

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법원은 배심원의 ‘순수한’ 평결이 오염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주 성을 배제하고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규칙을 

용한다.

그동안 사회과학 연구들을 통해 재   언론보도가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배심원들이 재   

언론보도에 의해 생긴 편향성을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130) 언론은 평결 이 , 그리고 평결 후에도 다양하게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재 차에 한 공공

근을 포 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개념은 헌법 으로 보장

된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미국인의 ‘문화  상징’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미

국인의 심성에 깊이 물들어 있다.131) 미국의 언론들은 다른 나라의 언론들과는 

129) 연방 법원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제(mandate inclusion)’하는 것보다는 ‘특
정한 사람들의 배제를 금지(prohibit exclusion)’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Con-
stable, supra note 96, p.2.

130) 프레더릭, supra note 122, p.105.
131) Lee C. Bollinger, The Tolerant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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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재 의  과정에 걸쳐 거의 무제한 인 근이 가능하다.132) 어떤 주에서

는 재 장면의 생 계를 허용하고 있다. 연방 법원 례에서도 형사재 에 한 

공공  근이 사법과정에 시민참여를 허용하며, 하나의 견제책마  될 수 있음

을 지 하고 있다.133) 사건에 여하는 변호사들도 많은 주에서 변호사윤리강령

에 의해 자신의 사건에 하여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받고 있지만, 종종 의

도 으로 언론에 공개하기도 한다.134) 배심원이 외부로부터 정보 수집을 하는 행

가 지되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 으로 원천 으로 쇄할 수 있는 수단이 

실 으로는 거의 없다. 많은 법학자들이 미국에서 여론의 법정(court of public 

opinion)이 법률의 법정(court of law)만큼이나 요하거나, 더 요할 수도 있는 

시 가 되었다고 경고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135)

 미국사회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 정보환경은 법체계에 요한 

변화를 가져올 만큼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136) TV 드라마 <과학수사

(CSI)>가 방 된 이후 ‘과학수사  효과(CSI factor)’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하 는데, 이는 <과학수사 >가 미국 시민들에게 리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시

민들이 검사가 그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수 의 입증을 하여야만 합리  의심

(reasonable doubt)을 완 히 배제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서, 형사 사건에서 

배심원이 되었을 때 아무리 피고인이 유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검사가 완벽한 

과학 인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는 한 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 상을 말한다. 실

제로 배심원들의 질문을 허용하고 있는 아리조나 주의 경우 최근 들어 질문에 

법정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던 여러 법의학  용어들이 종종 등장한다고 한

다.137)  

132) 미국에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만 판사가 유지명령(protective order 혹은 
restrictive order), 일명 재갈명령(gag order)을 내림으로써 변호인, 검사, 증인 등 재판
의 참여자들에게 형사재판의 사건관계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Don R. Pember, Mass Media Law (McGraw-Hill, 2000), pp.421-25.

133) Globe Newspaper Co. v. Superior Court, 457 U.S. 596 (1982).
134) 비드마르, supra note 2, pp.97-98.
135) Lonnie T. Brown, Jr. ““May It Please the Camera... I Mean the Court”: An Intra-

judicial Solution to an Extrajudicial Problem,” Georgia Law Review, Vol. 39 (2005), 
p.124. 

136) 재판 전 언론보도의 편파성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연방 법원의 
첫 판례는 Sheppard v. Florida, 341 U.S. 50 (1951)이고, 이 사건은 영화 <도망자(The 
Fugitive)>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다.

137) Vidmar & Hans, supra note 20,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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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배심원이 사실 단을 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일상 으로 얻는 정보를 

차단하는 원칙이 있는 반면, 공  과정에서 문가의 역할은 범 하게 인정되

고 있고 최근 들어 오히려 증 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략 10건의 형사사건 

당 6건 꼴로 문가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다.138) 이는 문가들이 증언의 사회문

화  맥락과 가치 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과학  객 주의에 의거하여 진술

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거한다. 문가 증언과 증거능력에 한 평가는 배심원의 

단에 주 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과학주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139)  

문가 증인에 한 요한 환 을 만들었던 미국 연방 법원 례는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사건이다.140) 이 결에 따라 법 은 연

방증거규칙 하에서 사실심 법 이 과학  증언이나 증거가 련성이 있고 신빙

성이 있는 것인지를 사 에 확인해야 한다고 시하 다. 특히 법 은 증언의 기

가 되는 논증이나 방법론이 과학 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그러한 논증과 방법

론이 쟁 이 되는 사실 계에 하게 용될 수 있는지를 단해야 한다.141) 

한 이것은 통  당사자주의의 이념  제를 벗어나서 증거통제권의 일부를 

당사자에서 사로 이 하는 결과를 래했다.142) 

한 미국의 통  재 차에 의하면 배심원들은 사안이나 증거 계가 아무

리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최종 평의 에는 서로 토의를 할 수 없다. 이는 배심원

들이 무 섣불리 심증을 형성하는 것과 먼  제출된 증거에 과도한 심이나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한 것이다.143) 연방법원의 경우 배심원들에게 심

138) 비드마르, supra note 2, p.181.
139) Rosen, supra note 29, p.151.
140)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509 U.S. 579 (1993). 이 판결은 임산부들의 

구토방지제로 처방되는 벤덱틴(Bendectin)이 선천성 기형을 야기했는지가 문제된 사안
으로 과학적 지식에 관한 전문가 증언의 허용여부의 기준이 쟁점이었다. Jisuk Woo, 
“The Construction of Science and Knowledge in Courts: Use of Scientific Evidence 
and Experts in Software Copyright Cases,” Science Communication, Vol. 23 (2002).

141) Daubert 판결은 해당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generally accepted)’ 과학적 원칙이
나 발견에서 추론된 전문가 증언만을 허용하였던 종전의 Frey v. United States, 293 
F. 1013 (1923)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나, 동시에 법관의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법원의 과학적 지식의 판단기준의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연방증거법 
제702조(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702)는 Daubert 판결의 기준을 성문화하였다.

142) 비드마르, supra note 2, p.50.
143) 그러나 아리조나 주에서 수행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공판도중 토론을 허용한 배심

원과 그렇지 않은 배심원들 모두 심증을 자주 변경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기두, 
“배심원의 판단능력”, 스티스, 제96호(2007),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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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각자의 개인  용도로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평의 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법상 통제는 사실 우리가 일반 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단하

는 과정과는 무나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144) 인간의 인지작용에 공간 , 시간

 제한을 가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지하는 것은 때로

는 공정하고 립 인 결정을 해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몇몇 주에서는 

배심원들에 한 재 장의 지시설명을 개선하거나 재 진행 에도 배심원 사이

에서 증거토론을 허용하는 등 운 을 개선하고 있으나, 이는 아리조나 주와 같은 

소수의 주에 국한되어 있다.145) 

뿐만 아니라 배심재 에서 증거법을 엄격히 용하고 언론과 같은 외부정보를 

통제하여 배심원 단의 주 성을 배제하려 했던 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규칙과 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

가 존재한다. 배심원 평결에 사회여론이 향을  수 있는 가능성, 매체를 

통한 배심원의 선입견 등은 엄격한 배심원선정 차를 거쳐도 완 히 배제되기 

힘들다. 법정에서, 평의실에서 배심원이 외부의 향을  받지 않고 객 이

고 독립 인 단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의 평결 

순수성을 담보하기 해 배심원들의 주 성을 배제하려 하고, 이를 해 정보를 

객 화하고 구조화하는 규칙을 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객

으로 정확한 평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의 발로인 것이다.  

5. 법적용거부권한: 과학주의를 넘어서

다섯 번째로 살펴볼 원칙은 배심원이 법에 반하는 평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을 갖는다는 것이다. 12명의 소수의 배심원이 자신들의 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

률을 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법권 뿐 아니라 입법권에의 도 으로 비추어질 

144) 또한 이러한 인지작용조차도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  20세기말 모로코에서 시도되었던 배심제가 실패로 끝난 사례는 이를 잘 보여
준다. 즉 모로코 사람들은 인접촉과 화를 통해 상 방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그 
문화의 관계적 메커니즘이 결여되고 배심원들이 재판의 당사자와 차단되는 상황 하
에서는 배심원 직무를 여하히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불만이었다고 한다. Rosen, supra note 29, pp.151-52. 

145) Marder, supra note 56, p.115. 오늘날 부분의 법정에서는 배심원에게 배심원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쇄된 배심원용 모범설명양식집(pattern jury instruction)을 
배부한다고 한다. 비드마르, supra note 2,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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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배심의 법 용거부권이 사법결정의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해할 수 

있다는 비 에도 불구하고 이는 식민지 시 부터 요한 배심제의 원칙으로 존

되어 왔다. 식민지 시 에는 배심원들이 배심평결을 함에 있어 실정법에 반하

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배심원 설시에서도 명시되었다. 정의를 실 하

기 해서는 법 으로 명백해 보이는 유죄사건에서도 배심이 법의 용을 거부

하고 무죄평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소  배심의 ‘법 용거부권한(jury 

nullification)’은 식민지 기부터 배심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어 왔다. 

식민지 시 의 피터 젱어(Peter Zenger) 사건이 표  인데, 피터 젱어는 공

직자인 식민지 주지사가 뉴욕 주의 법원장을 해임한 것을 서면으로 비난하여 

출 하 고, 그러한 행 는 당시 법에 따르면 당연히 유죄평결을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젱어의 변호사인 앤드류 해 턴(Andrew Hamilton)은 배심원

에게 “법원의 설시를 따르지 말고, 정부에 한 진실한 비 조차 처벌하는 것을 

국법상 범죄로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구하 다. 그는 배심원들

이 “동료 시민들의 생명․자유․재산이 걸린 문제를 재 함에 있어 그들 자신의 

으로 보고, 그들 자신의 귀로 듣고, 그들의 양심과 이해를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하 다.146) 다시 말해 당시의 실정법보다 더 상 에 있는 법에 호소함으로써 

법률을 무효화시키거나 법 의 부 합한 설시를 무시할 권리가 있음을 배심원에

게 알려주려 한 것이다. 연방 법원장이었던 존 제이(John Jay)가 1794년 한 재

에서 설시하 듯이, 당시에는 배심원이 사실 뿐 아니라 법률에 해서도 결정

할 권한이 있었던 것이 일반 이었다.147) 

미국 독립 후에도 배심원의 법 용거부권한은 여러 차례 나타났다. 컨  북

부의 배심원들이 도망친 노 와 그의 탈출을 원조한 자들을 무죄 방면한 반면, 
남부인들은 노 를 학 하고 구타한 자들을 무죄 방면하 다. 남북 쟁 이후 남

부와 북부가 이루어낸 타 의 결과인 ‘탈주노 법(Fugitive Slave Law of 
1850)’의 집행에 있어 사들이 도망친 노 들을 원래 주로 강제 소환하는 결정

을 내린 반면, 배심원 재 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평결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148) 
배심원의 법 용거부권한의 성기는 19세기 후반이었으나, 20세기에도 그 경향

은 소멸되지 않았다. 1960년  후반 베트남 쟁에 반 하여 시 자들은 때로는 

146) Stephen B. Presser and Jamil S. Zainaldin, Law and Jurisprudence in American 
History (4th Edition), (West Publishing, 2000), pp.45-48.

147) Dwyer, supra note 59, p.71.
148) Ibid.,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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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 방법으로 집단행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피고인은 배심원

을 향해 부당한 쟁에 반 하는 보다 상 의 정의가 실정법 반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무죄방면해  것을 주장했다.149) 일부 학자는 O.J. 심슨 사건

의 무죄평결도 흑인에 한 미국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에 해 배심원

들이 법 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50) 
그런데 오늘날 연방법원에서는 배심원의 법 용거부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

다.151) 법원이 배심원에게 이러한 권한행사가 가능하다고 설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평결에서도 배심의 법 용거부권한이 행사되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배심제

의 다른 규칙들 역시 공정성과 평등성을 해한다는 비 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

우가 많은데 유달리 법 용거부권한이 항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다른 규칙들

에 비해 객 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과 련이 있지 않을까 한

다. 즉, 배심 련 규칙이 결과 으로는 재 의 공정성이라는 목 을 반드시 달

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 , 외면  측면에서의 객 성을 담보하고 있는 반

면, 배심원이 스스로의 단으로 실정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은 객  차

를 통해 용되기보다는 양심과 도덕이라는 추상 인 개념을 바탕으로 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 용거부권한은 사법제도의 단 을 보완하고 시민

이 구체 으로 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에서 매우 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학주의의 에서 본다면 

그 존재의 정당성을 찾기 힘든 것이다. 

V. 결  론

이 에서는 미국 배심제의 태동과 변천을 역사 , 사회문화  맥락에서 살펴

보고, 배심제 련 규칙들과 담론들의 의미를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해 법인류

149) 안경환⋅한인섭, supra note 65, p.242.
150) Paul Butler, “Racially Based Jury Nullification: Black Power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Yale Law Journal, Vol. 105 (1995), p.721, n.225. 
151) Nancy S. Marder, “The Interplay of Race and False Claims of Jury Nullification,”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Vol. 32 (1999), p.310, n.116. Fully 
Informed Jury Association (FIJA)은 배심원이 법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을 판사가 반드시 말해줘야 한다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로비를 하고 있다. 
William L. Dwyer, supra note 60, p.61.



370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3호 (2009. 9.)

학  근방법을 시도하 다. 특히 배심제의 제도와 규칙들이 어떻게 미국문화의 

핵심  인식틀  하나인 ‘과학주의’라는 측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배심제에 ‘지역사회의 정의’를 표방한다는 규범  가치가 퇴색하고 차 

‘평결의 정확성’이라는 과학  가치가 우세하게 되고, 배심제에 한 결이나 

제도 련 논의에서 사회과학  시각이 극 으로 채택되며, 배심원 선정에 있

어서 객 화될 수 있는 정교한 차  규칙들을 도입하고, 배심원의 평의 과정에

서 주 성을 배제하고자 하면서 구조화된 증거와 문가 증언의 역할을 증 시

키는 등, 배심제도의 구체  규칙들에 과학주의가 스며들어 있음이 나타났다. 

 이 게 정 배심원의 수, 배심원 선정의 과학  차, 배심평결에서의 주

성의 배제와 같은 미국 배심제의 주요규칙들은 과학주의  문화가 반 된 결과

일 뿐 아니라, 동시에 과학주의의 문화를 구성하여 이를 법제도를 통해 지속 으

로 강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때로는 실과 동떨어지고 역설 인 결과를 래하

기도 하 지만 과학주의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틀과 합치하 다는 에서 이러한 

규칙들은 유지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공평한 배심이라는 이상이 유지되고 정당

화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까지 미국의 배심제가 미국 사회와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게 된 기반에는 공정성이라는 법  논리와 과학주의라는 

문화  논리의 상호지지가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그 다면 미국 배심제도의 제

도  규칙들을 상이한 문화  배경과 인식의 틀을 가진 국가에서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 제도에도 이러한 규칙들이 용되었을 때 우리의 문화  인식틀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 것인지는 쉽게 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연구에서 과학주의로 설명하기에 가장 힘든 배심제의 원칙은 배심원의 법

용거부권한이었다. 한편으로는 배심 과정에서 법 용거부권한의 실제  용이 

드물어지기는 하 으나, 제도 으로는 법 용거부권한이 유지되고 있다. 과학주

의라는 문화  인식틀과는 오히려 충돌하는 측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까

지도 미국 배심제에 있어서 이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배심제에 작

용하는 문화  인식틀이 과학주의만은 아닐 것이라는 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

라 과학주의를 둘러싼 근본  한계와 문제 들을 고려하면, 배심원의 법 용거부

권한은 과학주의의 단 을 보완해 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배심

원이 법 용거부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법을 경시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며 오히려 법을 증진시키며 완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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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의 연구에서

는 과학주의의 의미와 한계 등에 한 보다 근본 인 논의를 통해 배심제 뿐 아

니라 미국의 사법제도와 과학주의의 구성  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한 배심제 논의에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틀을 찾아보고 이를 용하

여 제도를 설명해 보려는 노력 역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 제도에 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우

리 제도 역시 어떤 문화  논리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될 것인지를 고찰할 필요

가 있다는 이다. 한 배심제도의 수평  비교연구뿐 아니라 역사  맥락과 사

회문화  환경을 함께 고려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도 시사한다. 기존의 사

법결정과정은 어떤 사회문화  동력에 의해서 도 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도

과 국민참여재 제도는 어떠한 연 을 갖고 있는지, 한국의 배심원은 어떠한 측

면에서 사들의 결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한 검토가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국민참여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도한 목 들이 과

연 경험 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국민참여재 이 축 되면서 한국문화의 어떠한 

측면이 정형화되고, 강화되고, 재생산되고 있는지, 일반인들로 하여  배심원 평

결을 수 하도록 만드는 요소는 어떠한 한국문화  인식틀에 근거하는지, 궁극

으로 국민참여재 제도를 통해 한국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과 가치는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이상과 가치들은 실에 상응하는지 아니면 괴리가 있는 것인지 

등에 한 이론 , 경험  연구들은 국민참여재 제도의 의미와 운 에 한 시

사 을 제공할 뿐 아니라 법제도와 문화 간의 상호작용  구성  계에 한 

이론  기여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09. 8. 31   심사완료일 2009. 9. 11   게재확정일 200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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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 Anthropological Analysis of the American Jury 
- the Logic of the American Jur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tism -

Jae-Hyup Lee
*

152)

This paper approaches the American jury system from a leg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Viewing ‘culture as law’ and ‘law as culture’, American jury system as a legal 

institution is analyzed as closely inter-wined to the American culture, especially the 

scientism. It reviews major rules that constitute the modern-day American jury. Then it 

provides historical contexts in which these rules emerged and how they have transformed 

over time. As a wide authority the American jury once enjoyed has narrowed, a significant 

reinterpretation of the fairness of the jury trial has been made based on the scientism.  

  American jury system is a remarkably powerful political institution but at the same time 

a remarkably enduring cultural institution. The fundamental ideal of jury as peers who 

render common-sense judgment is still retained in the context of jury nullification.  

However, in many other areas of jury rules, the concept of justice is reinterpreted and 

reenforced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tism. The number of jury, elaborate rules and 

mechanisms utilized in the jury selection process, the control of outside influence during 

the court procedure all demonstrate the scientific cognitive framework that untainted, 

controlled information can guarantee fair and independent jury decision-making. Although 

many criticisms on the jury system have been produced and jury reform is under way in 

many jurisdictions, the fundamental core principles of the American jury system are intact 

and the legacy of the American jury will still live on. 

Key words: jury, American culture, nullification, judicial reform, 
representativeness, democracy, scientism, empirical legal studies, legal 
anthropology, law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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