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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의 형법학자 플레처(George G. Fletcher)가 주창한 집단책임(collective guilt)론이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형법상 책임은 개인책임이 원칙이지만 

이제 집단책임이 본격적인 학문적 논쟁의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새 

불어 닥친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많은 것

들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바로 기업과 법의 적절한 관계도 그 중 

하나며, 경제와 법을 지배하던 자유주의 사조에 대한 맹목적 신뢰도 그러하다. 이는 

형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경제영역에 대한 형법의 투입은 이른

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입각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사고였

다. 경제영역은 고유의 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법의 과도한 개입, 

특히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방식으로 그 자율적 작동원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의 아더 앤더슨에 대한 유죄평결에서 볼 수 있듯, 대위책임에 

의해 전통적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해 왔던 미국 법원도 근래 들어 기업에 대한 

형사소추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했던 국가들도 상당수가 입법을 통해 법인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추세

다. 바야흐로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낭만주의 관점에서 집단책임이론

을 새롭게 구성한 플레처의 논증을 검토해 보았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론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고, 법인 형사책임의 재구성에 매우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

다는 것이 주된 논지다. 다만 기업에 대한 형사적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플레처의 집단책임론 이외에도 집단인식(collective knowledge)에 의해 법인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나 기업조직체책임론 등에서 제시하는 관점등을 적정수준에서 종합적으

로 수용해 법전에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상세한 구성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

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제어: 플레처, 집단책임, 형사책임의 분배, 자유주의, 낭만주의, 법인의 형사책임, 법

인의 범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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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단책임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

미국의 형법학자 플레처(George G. Fletcher)가 주창한 집단책임(collective guilt) 

이론1)이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2) 근대 이후 형법상 

책임은 개인책임이 원칙이지만 이제 바야흐로 집단책임이 본격적인 학문적 논쟁

의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집단책임이 플레처에게서 처음 인식된 

것은 아니다. 여러 형태의 집단책임론이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3) 플

레처와 같은 주장을 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의 독창

성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론이 독창적인 만큼 그 수용과정

1)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플레처는 이 이론을 2001년 예일대 로스쿨의 STORRS 강연을 통

해 처음 주창하였고, 이후 그의 강연원고를 수정한 논문(George P. Fletcher, The Storrs 

Lectures: Liberals and Romantics at War: The Problem of Collective Guilt, 111 Yale Law 

Journal, 2002)과 저서(각주 4 참조)가 출간되었다. 논문과 저서 간에 목차 및 내용 상 

많은 변화가 눈에 띄나, 핵심 논지에는 변화가 없는 듯 보인다.
2) William B. Michael, Romanticizing Guilt, 112 Yale L.J. 1625, 2003; Herbert Morris, 

“George Fletcher and Collective Guilt: A Critical Commentary on the 2001 Storrs Lectures,” 

78 Notre Dame L. Rev. 731, 2003; David N. Cassuto, Crime, “War & Romanticism: Arthur 

Andersen and the Nature of Entity Guilt”, 13 Va. J. Soc. Pol’y & L. 179, 2006; 조병선, 

“형법에서 행위자의 특정: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서울  법학 제50권 제2호, 2009.
3) 예컨대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그의 저서 “The Question of German Guilt(E. B. 

Ashton trans., 1947)”에서, 책임(guilt)을 형법적, 도덕적, 정치적, 형이상학적 차원의 책임

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일정한 그룹의 집단책임을 긍정하면서도,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독일의 집단책임(German guilt)은 부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독일인(German nation)이

라는 집단의 경계(contours)가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둘째, 역사적으로 볼 때, 집단책임

은 반유대주의(anti-Semitism)와 같은 해악을 낳았기 때문이다. 즉,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독일의 집단책임을 묻는 것은, 마치 유대인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협조한 것에 대해 

유대인 전체의 죄책을 묻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플레처는 칼 야스퍼스의 견해에 대해, 

독일인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독일의 집단책임을 인

정하는 것은 결국 반유대주의를 되풀이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수용하여, 

집단책임은 결코 개인을 통해 유전되지 않는다는 이론적 탈출구를 찾는다. 다시 말해 

집단책임이 곧 그 구성원 모두의 개인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 밖

에 일정한 단체나 조직의 집단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주로 법인의 형사책임(corporate 

criminal liability)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 오고 있다. 대표적인 논문을 두 편 소개

하자면 Martin J. Weinstein & Patricia Bennett Ball, “Criminal Law’s Greatest Mystery 

Thriller: Corporate Guilt through Collective Knowledge”, 29 New Eng. L. Rev. 65 Fall, 1994. 

John Hasnas, “The Century of A Mistake: One Hundred Years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46 Am. Crim. L. Rev. 1329 Fall, 2009가 있다. 전자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

정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New York Cent. & H.R.R. Co. v. United States, 212 U.S. 481 

(1909) 판결 이래로 지난 1세기 동안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해 왔던 판례의 입장을 비

판하고 있다. 양자 모두 흥미로운 제목으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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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듯 보이며 관련 학계로부터 다각도로 비판을 받아 왔

던 바, 이하 본고에서는 그 이론의 핵심내용을 개관해 보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반론을, 형사법적 측면에만 국한하여 특히 Morris 교수의 비판적 논평을 중

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나아가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이 법인책임의 재구성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집단책임의 이론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분명 개인책임만을 인정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

은 경우에까지 왜 굳이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책임인정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해 플레처는 정확하게도 우리가 자유주의적 형법관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

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파해 낸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는 최근 자

유주의가 아닌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집단책임의 이론을 구성해 관련 학계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하에서는 그의 이론을 간략히 소개해 보기

로 한다.4) 

우리는 때때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어느 한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을 공습했던 일본군 파일

럿이나 그 공습을 명령한 사령관에게만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들은 

모두 대일본제국이란 이름하에 공습을 감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911 사태

의 항공기 납치테러범들과 그 배후에서 테러를 조직한 Al Qaeda라는 단체, 더 나

아가 배후의 이슬람 세력전체 간의 책임을 논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911 사태가 

벌어진 후 미국인들은 국가와 개인적 자아를 동일시하는 낭만주의적 충동에 빠져

들었다. 국가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위험스러운 일에 내던지려는 의욕을 불사르

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가의 명예가 곧 자신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닫

게 해주었고, 애국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뛰어들려는 

의지를 고무시켜 주었던 것이다.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낙관적 전망처럼 이성이 모든 문제에 올바른 답을 제

시해줄 수 있다는 신념이 실패하면서 싹튼 사조이다. 낭만주의는 ‘속박되지 않는 

4) 이하의 내용은 George P. Fletcher, Romantics at War: Glory and Guilt in the Age of 

Terrorism, Princeton Univ. Press, 2002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하 집단책임 

이론의 내용은 필자의 다른 글, “기업 사이코패시와 집단책임의 이론, 외법논집 제34권 

제1호, 2010, 172-175면”과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2010, 75-79면”에도 일부 각주와 본고에서 추가된 약간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292   �서울 학교 法學� 제51권 제1호 (2010. 3.)

자유로운 의지’를 강조하면서 ‘사물의 본성이 있다는 진리’나, ‘만물에 불변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개념’을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유

는 행동이고 어떤 관조적인 상태가 아니며, 삶은 행동에서 출발하고 지식은 도구

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

라 행동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또 “음식이 옆에 놓여 있기 때문

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고픔이 그 대상을 음식으로 만든다.” 요

컨대 내가 어떠한 특정한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계가 내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

로 보인다는 것이다.5) 이들의 사상은 계몽주의자들, 특히 그 대표자라 할 수 있

는 칸트와 매우 대조적이다. 칸트는 이성의 보편성을 신뢰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오로지 이성적 능력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모든 감각적 충동을 배제한 순수한 이

성적 추론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낭만주의자들은 본성과 감각

적 충동, 그리고 내적 감정의 세계를 진리의 등불로 여긴다. 문화, 국적, 역사, 인

종,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천적으로 지니게 되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념은 

칸트가 남긴 지적 유산이다. 이러한 ‘보편적 존엄성’ 개념은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기독교 사상과 함께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것으로 다

루어야 한다.”는 도덕적 명제를 정립해 서구 법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바, 

오늘날 대부분의 법계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 및 법 앞의 평등사

상은 바로 이러한 계몽주의적 유산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낭만주의

자들은 칸트적 도덕의 보편성보다는 개인과 국가적 경험(역사)의 특수성에 주목

한다. 이들은 ‘보편적 존엄성’보다는 ‘명예’에 관심을 갖는다. 명예는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각된다는 점에서 ‘타인

에 대한 체면’과 관련이 있고, 얼마든지 상실될 수 있다. 국가에게는 선천적 존엄

성은 없다. 단지 국가는 국제적 경쟁의 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명예를 

획득할 수 있을 뿐이다.  

낭만주의자들은 또한 자유주의자들과도 다르다. 낭만주의자들은 세계를 해석함

에 있어서 확장주의(expansionist)적 사고로 추상적 실체를 가지고 설명하려 드는 

반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들(liberal individualists)은 널리 합의된 단위들, 예컨

대 개인의 욕구나 원자 등과 같이 관찰가능한 요소들로 축소시켜 설명하려는 환

원주의적(reductionist)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낭만주의자들은 이슬람에 대한 전쟁

을 ‘상상력의 비약(leap of imagination)’을 통해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는 반면 

5)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 규범학(I)”, 서울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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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은 전문적 ‘정책통’의 시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든다. 자유주의자들

은 세계를 그 요소들로 나누어 보며, 집단의 행동은 개인들의 행동의 총합으로 

파악하지만 낭만주의자들은 확장주의적 충동에 의해 절대적이고 무한한 그 무엇

으로 설명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세계를 주체성을 가진 개인의 욕구와 충동에 의

해 설명하려 들지만, 낭만주의자들은 신이 수호하는 국가 같은 추상적 용어에 더 

매력을 느낀다. 예컨대 낭만주의자들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위대한 사상에 따른 행동으로 보지만, 리차드 포즈너같은 경제학자들은 노예제의 

유지와 폐지에 따른 각각의 실익에 의해 남북전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낭만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전시(戰時)에 개인을 국가와 동일시할 수 있도록 만

들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상상력의 비약’을 동원해 자신 삶이 국가의 운명과 일

치하며, 국가의 역사적 운명으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들의 상상력에 의해 국가는 의사를 지닐 수 있고,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업을 달성함은 물론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다가, 심

지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결국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플레처는 “국가가 집단적으로 자신의 죄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입론하고 있다. 다만 플레처는 집단책임의 의미를 

엄격히 정의하고자 하는데, 그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 그가 소속된 단체의 어느 다른 구성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을 진다는 의미의 집단책임은 명백히 거부한다. 다시 말해 단순한 “소속에 의한 

죄책(guilt by association)”6) 또는 모든 구성원 개인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집단적 처벌(collective punishment)”7)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집단책임에서 제외됨

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미개한’ 책임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플레

처는 집단책임의 내용으로서 책임 있는 양 당사자 간의 책임을 분배(distribution 

of guilt among responsible parties)하는 기능을 제시한다. 즉, 행위자가 국가나 단

체 등의 집단적 실체(collective entity)의 존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6) ‘소속(association or membership)에 의한 죄책’이란 1901년 미국 대통령 William McKinley

가 무정부주의자인 Leon Czolosz에 의해 암살된 후 미국 의회가 무정부주의를 신봉하거

나 불법테러단체에 소속된 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이민법을 제정한 데서 유래한다. 이에 

대해서는 Keisha A. Gary, “Congressional Proposals to Revive Guilt by Association: An 

Ineffective Plan to Stop Terrorism”, Gergetown Immigration Law Journal, 1994, pp. 228-232.

 7) 예컨대 어느 점령군이 주둔하는 마을에서 점령군의 한 병사가 어느 마을 주민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할 때, 그 마을 주민을 모두 집단 처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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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의 책임은 감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8)

플레처의 집단책임 이론은 형법이론상 공범이론과 차이가 있다. 유명한 스타신

스키 사례(Staschinskij Fall)를 보자. 이 판례는 구소련 KGB로부터 암살지령을 받

은 스타신스키가 소련의 한 정치망명객을 살해한 사건에서, 독일연방최고법원이 

스타신스키를 방조범으로 판결해 형을 감경해준 사례이다.9) 이 사례는 조직적 명

령체계를 갖춘 권력집단이 그 구성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현대 형

법이론에 따르면 살인을 실제로 행한 스타신스키가 정범이고, 그 배후의 KGB는 

소위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Die Lehre vom Täter hinter Täter)”에 의해 간접정범

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나, 플레처는 독일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스타신스키가 주장한 바대로 정범의사를 가진 자

는 KGB이고, 그 자신은 단지 KGB의 하수인으로서 시킨대로 할 뿐이라는 공범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기 때문이다.10) 플레처는 스타신스키 사례가 

나치독일과 유대인 학살의 실무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관계와 얼마나 유

사성이 있는지를 논한다.11) 그에 따르면 외견상 비슷한 구조를 갖는 듯 보이지만 

양자는 엄연히 다른 사례다. KGB와 스타신스키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domi-

nation and subordination)”의 관계로서, 양자는 상호 구분되는 독립된 당사자이다. 

또한 KGB의 지령에 의해 스타신스키가 암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인과적(causal)’ 

관계에 있다. 그러나 나치독일과 아이히만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 KGB는 스타신

스키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야기했지만(causal), 나치독일은 아이히만을 통해 그 자

 8) 플레처에 의하면 집단책임은 일상적으로도 호소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노예제도와 

미국 토착문화 파괴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유태인학살에 대한 나치독일의 책임, 인종

분리정책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책임을 기꺼이 인정하려 든다는 것이다. 물론 그

는 자유주의자들은 개인형사책임(individual guilt)이나 집단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및 집단수치(collective shame)는 인정하지만, 집단형사책임(collective guilt)이라는 용어

법은 거부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법문화에 환원주의적 자유주의

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현재의 법적 관행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회사 역시 그 복잡한 유기체적 구조가 한 명의 행위자로 환원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원주의적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법적 사고방식에

서 볼 때, 다원적인 집단(polycentric collective) 자체를 행위주체로 보는 사고는 여전히 

낯설다고 그는 지적한다.

 9) BGHSt 18, 87.
10) 정범과 공범의 구분을 ‘정범의사’와 ‘공범의사’에서 찾는 것을 형법이론에서는 ‘주관설’

이라고 한다.
11) 아이히만은 1960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 체포되어 이스라엘에서 공

개재판 후에 1962년에 처형되었는데, 그 역시 재판정에서 자신은 상부의 지시에 따랐

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배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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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표현했을(express) 뿐이다. 후자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며, 양

자는 상호 뚜렷이 구분되는 별개의 당사자도 아니다. 이 관계는 흡사 오케스트라

와 그 단원 바이올린 연주자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12)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집단적 실체(collective entity)로서 다른 단원들과 마찬가지로 바이올린 연주자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이 때 오케스트라라가 그 단원들을 지배하여 연주하게 만

든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전혀 ‘인과적’이지 않다. 단지 연주

자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뿐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직적 지배’에 의한 공범

관계와 집단책임 사례 간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플레처는 설명한다.

그렇다면 집단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구성원인 개인의 형사책임은 왜 감경되

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플레처는 ‘자유의지’에 관한 최신 논의 중 하나인 프랑

크푸르트(Harry G. Frankfurt)의 1차적 욕망/2차적 의지이론을 도입한다.13) 프랑크

푸르트에 의하면 1차적 욕망이란 우리가 범죄를 의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전형적

인, 예컨대 절도, 살인 등의 유혹을 말한다. 이와 달리 2차적 의지란 바로 1차적 

욕망에 순응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다. 인간은 모두 2차

적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2차적 의지가 없는 인간은 모든 일차적 욕망에 굴복하

고 마는 ‘미숙한 어린애’에 불과하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는 바로 2차적 

의지가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1차적 욕망에 굴복해 행동할 때이다. 플레처는 프랑

크푸르트의 이론으로부터 집단도 2차적 의지를 지닐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는

다. 따라서 집단이 2차적 의지에 순응하지 못하고 1차적 욕망에 굴복하면 형사책

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낭만주의적 충동에 의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범

죄적 태도에 충성스러운 행위자는 그 자신이 속한 문화의 진실한 대변자로서 죄

책을 묻기가 어렵다. 그 자신이 속한 국가나 사회의 모든 지배적 사회규범이 범

죄를 장려하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경우에 집단은 1차적 욕망

에 굴복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별 행위자는 집단의 범행을 부추기는 

지배적 문화로 인해 자기교정 능력을 상실해 2차적 의지에 순응할 수 없었던 것

이기 때문에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부도덕한 환경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교사와 종교적 지도자, 정치인, 국가 정책, 그리고 법조차 그

러한 범행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조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12) 플레처는 2002년 논문에서는 5인의 즉흥 재즈그룹(five person improvisational jazz 

group)과 그 구성원인 드러머(drummer)의 관계에 비유했다. George P. Fletcher, supra 

note 1, pp. 1539-1540.
13) Harry G. Frankfurt,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in: Free Will 

(Gary Watson ed., Oxford Univ. Press, 1982) 참조.



296   �서울 학교 法學� 제51권 제1호 (2010. 3.)

올바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흡사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 

사회의 지배적 환경이 그 착오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법리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국가와 사회는 그 구성원 개인이 

육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특정한 교의를 강요하거나 도덕적 선택의 폭을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자기비

판의 가능성을 박탈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분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플레처의 집단책임 이론의 결론이다.14) 

2. 집단의 책임을 입론함에 있어서 반드시 낭만주의를 원용할 필요가 있

는가?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형법학자인 허버트 모리스는 2003년에 발표한 논

문, “플레처와 집단책임: 2001년 스토스 강연에 대한 비판적 논평”에서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그는 집단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낭만주의를 끌어올 필요가 없

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형사책임(corporate criminal liability)은 굳이 낭만

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적 관점 하에서도 개념적으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로스쿨 교수진이라든지 정부와 같은 집단적 실체(collective entities)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속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유주의자인 로스쿨 

교수도 그가 속한 로스쿨 교수진 전체가 어리석게 또는 부정하게 행동했다고 생

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책임귀속(attribution of guilt)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개인책임에 기초해서(by virtue of attach-

ment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정부(government) 또는 부처(department)가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15) 이 

점은 특히 자유주의자건 낭만주의자건 개인 행위자의 책임으로부터 집단책임을 

14) 플레처의 집단책임 구상에서 개인책임을 감경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컨대 아

이히만 개인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러한 

범죄에 기여했던 집단(나치독일)의 부도덕한 문화의 역할을 망각하거나 면책시켜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집단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집단이 저지른 범죄를 기

억하고 그 만행으로 발생한 불화(rift)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결국 사회적 재통

합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으로는 

William B. Michael, “Romanticizing Guilt”, 112 Yale L.J. 1625, 2003, p. 1628. 
15) Herbert Morris, “George Fletcher and Collective Guilt: A Critical Commentary on the 

2001 Storrs Lectures”, Notre Dame Law Review, 2003, p.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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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그 행위자 개인이 단순히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집단을 대표하는 능력(one’s capacity as a representative of the 

collective)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낭만주의와 자유주의의 구분이 집단

책임의 인정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문시된다고 비판한다.16)

3. 집단책임은 모든 집단구성원의 개인책임을 함축하는가? 

다음으로 모리스는 집단책임이론에 대해 누구나 품게 되는, 그러나 매우 중요

한 질문을 던진다. 이는 바로 집단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과연 모든 개인도 책임

을 지게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플레처는 그의 논문에서는 다소 불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집단책임이 후대에 유전될(passed by birth to next genera-

tion) 수 있는 전제 하에, 모든 독일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명백히 반유대주

의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나치독일 당시의 모든 독일인은 집단

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집단책임이 유전되어 후대의 모든 독일인

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17) 다시 말해 집단책임은 후대에 유

전될 수 있으나, 그것은 집단에서 집단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후대의 개인에게까

지 책임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책임이 후대의 개인책임

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명확히 하면서도 당대의 개인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

이 없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논문에 계속 등장한다. 그는 집단책임은 개인책임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 말의 의미를 과거에 국가에 집단책임

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의 특정한 국민이 유책한지 무책한지 여부는 무관하다

(nothing follows)는 뜻으로 다시기술하고 있다.18) 나아가 특정한 개인들의 책임여

부는 열려 있는 문제라고 결론내리고 있기 때문에,19) 후대가 아닌 당대의 개인책

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모리스는 집단책임으로부터 개인책임을 도출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은 행위자 개인이 당대에 살아 있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다

시 말해 후대의 사람에게만 개인책임이 부정되고, 당대의 사람에게는 인정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예수가 살던 시대에, 몇몇의 유대인이 유대인의 이

름으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고, 예수에게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책임이 있는 경

16) George P. Fletcher, supra note 1, p. 736.
17) Ibid., p. 1533.
18) Ibid., p. 1549. 플레처는 집단책임의 이러한 성격을 ‘비전이적(nontransitive)’인 것이라고 

칭한다.
19) Ibid., p. 1572.



298   �서울 학교 法學� 제51권 제1호 (2010. 3.)

우에, 우리는 유대인 전체에게 집단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

에 살았던 또는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특정한 유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또 나치독일 당시에도 유아(乳兒)여서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명백히 나치의 만행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한 사람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당대의 범법자가 살아있어야만 후대에까지 집

단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모리스는 지적한다. 요컨대 행위 당시 행위자

의 출생여부는 집단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20)  

4. 집단책임은 개인책임의 감경사유로서 형법상 필요, 적절한 것인가?  

모리스의 비판은 무엇보다도 집단책임이 개인책임의 감경사유가 된다는 플레처

의 가장 핵심적이고 독창적인 이론에 집중되어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는 플레처의 논변이 국가의 부도덕한 규범형성으로 인해 개인의 비판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즉, 플레처

에 따르면 개인은 국가의 범행을 부추기는 지배적 문화로 인해 자기교정 능력을 

상실해 2차적 의지에 순응할 수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감

경되어야 한다는 것인 바, 이는 행위자가 올바른 행위를 판단할 수 없도록 시비

변별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이러한 논리구조는 법적으로 심신장애(legal 

insanity)가 행위자의 책임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사회적 환경(societal environment)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정신적 장애요인

(psychotic condition)이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리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첫째, 행위자의 개인책임의 감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왜 굳이 집단(collective)이어야 하는가? 둘째, 만일 그것이 집단이라면, 

꼭 그 집단은 유책해야(guilty) 하는가? 셋째, 만일 그것이 집단이고, 그 집단이 유

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책임의 감경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과연 바로 그 

집단책임인가?21)

모리스의 질문은 이런 취지이다. 첫째, 책임이 감경되는 이유가 행위자의 도덕

적 자기비판능력이 그 어떤 실체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때, 그렇

다면 그 영향을 준 실체가 반드시 집단이어야 한다는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령 그 어떤 실체가 집단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집단이 

유책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책임이 인정

20) Herbert Morris, supra note 15, pp. 736-739.
21) Herbert Morris, supra note 15, pp. 7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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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책임의 감경을 초래하는 것은 집단책임이 아니고 바

로 그 행위자의 도덕적 판단능력이, 반드시 책임감경을 요하는 방식으로(in the 

requisite manner)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모리스는 지적한다. 예를 들

어 아이히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가 유대인 학살에 앞장선 것이 나치독일의 집

단책임 때문이 아니라 뇌종양 때문이거나 히틀러에게 세뇌를 당해서(mesmerized)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아이히만의 행동에 영향을 준 것이 집

단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단이 유책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집단

의 광기(collectively psychotic)로 인해 아이히만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고, 집단

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면 집단 그 자체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설령 그 집단이 유책하고, 집단이 아이히만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책임감경에 요

구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감경의 근거가 되는 것

은 집단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능력에 대한 영향 그 자체(the effect on capacity)라

고 모리스는 강조한다. 요컨대 행위자의 도덕적 능력의 상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집단도 집단책임도 아니라는 것이다.22)

이 밖에도 책임감경사유로서 집단책임에 대한 모리스의 비판은 더 철저하게 

전개된다. 플레처에 의하면 집단책임이 개인책임을 감경하게 되는 논리구조는 행

위자의 시비변별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일 집단의 모든 외부적 

신호가(all the external signals) 행위자가 실제로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일을 한 것처럼 가리킨다면, 다시 말해 집단의 지배적 도덕규범이나 정서

(prevailing moral norms and sentiments) 또는 세론(世論)의 일반적 분위기가(general 

climate of opinion)23) 행위자의 2차적 의지를 저해하여 도덕적 판단능력을 완전히 

떨어뜨린 경우라면 어째서 책임이 완전히 조각되지(exculpating) 않고 감경(mitigating)

되어야 하는가라고 모리스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마디로 집단책임이 왜 책임감

면요소가 아닌 책임감경요소로만 기능하느냐는 것이다.24) 

나아가 모리스는 만일 집단책임을 책임감경사유로 인정하게 된다면 빈곤(poverty)

이나 동료집단에서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peer pressure) 및 가족의 영향(familial 

influence)도 행위자의 도덕적 비판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한 모두 책임감경사유

22) Herbert Morris, supra note 15, p. 745.
23) 집단의 모든 외부적 신호란, 문맥상 지배적 도덕규범이나 정서, 그리고 세론의 일반적 

분위기는 물론, 지배적 견해(dominant opinion), 지배적 신념체계(dominant systems of 

beliefs) 등과 호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George P. Fletcher, supra note 4, 

pp. 173-174; George P. Fletcher, supra note 1, p.1541 참조.
24) Herbert Morris, supra note 15, p.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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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너무 많은 사회환경적 요소가(societal environments) 

법적 고려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리스는 그러한 요소를 모두 책임판단

에 필요한 사유로 관념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요소들이 행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확실성(certitude)

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책임감경사유를 인정하는 데 있어 보수적인 태도

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25) 

끝으로 그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책임 등

의 사회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으며, 그

렇다고 하더라도 신은 결코 히틀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통렬히 논

박한다. 한 마디로 플레처의 집단책임 이론의 책임감경 구상은 우리의 직관에도 

배치된다는 것이다.26)

Ⅱ. 견해의 검토

1. 첫 번째 반론에 대한 평가

낭만주의를 원용함이 없이도 집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모리스의 지적

은 옳다. 일상적 언어관행을 보더라도 “S전자 주식회사의 잦은 회계처리방식 변

경은 분식회계에 상당할 정도로 지나치다.”라든지, “일본 T자동차 회사는 리콜 사

태에 책임이 있다.” 또는 “P광역시가 그 소속 공무원의 과적차량 운행에 책임이 

있다.”27)라는 등의 책임비난을 개인이 아닌 집단에 가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법인 구성원의 행위 중에는 분명 그 구성원 개인의 행위라기보다는 

법인의 행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이를

테면 H라는 기업의 대표이사 갑이 신규 법인활동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에 이는 갑 개인의 행위라고만 보는 것은 부당하고 H

법인의 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28) 그러나 자유주

25) Ibid., pp. 748-749.
26) Ibid., p. 749.
27) 부산지법 2004.4.22 선고, 2003노4401 판결;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567 판결. 

참조. 동 사안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사법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고 인정한 예이다.
28) 오영근, 형법총론, 2005, 142면;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연구 제22권, 2004, 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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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사고방식 하에서도 법인 등 단체에 대한 책임비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유

주의와 낭만주의적 관점을 대비시키는 플레처의 이론적 구상이 무의미해지는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책임귀속의 방식과 결과에 있어서 분명 자유주의와 낭만주

의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모리스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개인책임에 기초

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자유

주의적 관점에 따르더라도 행위자 개인이 단순히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집단을 대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집단과 개인의 강

력한 내적 응집을 요구하는 낭만주의적 구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일견 옳은 듯 보이는 지적이나, 좀 더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책임에 기초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명시적으

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미국법상의 대위책임론(vicarious liability)을 염

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영미법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서 종업원 개인의 행위책임을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다만 

그 전개양상은 차이가 있는 바, 영국은 법인의 두뇌에 해당하는 고위 관리직(high 

management; inner circle)의 범주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의사와 행위만을 법인자체

의 의사와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는 동일시원리(Identification doctrine; alter 

ego doctrine)를 채택하였고, 미국은 직급과 직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예컨대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기업을 위해서 한 행위라면, 모든 종업원의 행위

를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대위책임론(vicarious liability)으로 각자 법인범죄

에 대한 고유의 형사책임 법리를 전개시켜 왔던 것이다.29) 따라서 모리스가 보기

에는 자유주의적 책임론 하에서도 대위책임론을 통해 집단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낭만주의적 관점이 집단과 행위자 간의 특수한 관계

를 요구하듯, ‘집단을 대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레처의 집단책임 구상은 전통적 대위책임의 원칙과는 분명히 다르다. 

대위책임의 원칙 하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확정되어야만, 그 책임을 집

단에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집단책임론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집단 

그 자신이며, 따라서 집단 구성원은 집단의 범의를 표현하는(express) 수단에 불과

29) 영미 법인책임법리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Ann Foerschler, “Corporate Criminal Intent: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Corporate Misconduct”, 78 Cal. L. Rev. 1287, October, 

1990, pp.1292-1298;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 학교 법

학 제48권 제3호, 2007, 61-62;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

20권 제2호, 2008, 4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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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플레처의 예시처럼, 양자는 오케스트라와 그 바이올리니스트 단원의 관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위책임 원칙과는 달리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중요

하지 않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법인책임의 법리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잘 보여주는 실례는 다음과 같다. 

2002년 6월 15일, 미국 휴스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회계법인 아더앤더슨(Arthur 

Andersen)에 대해 관계당국의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엔론 사의 회계부정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컴퓨

터 파일 등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전통적 대위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법인 구성원을 확정할 수 있어

야만 그의 행위를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누가 유책한 행위자

인지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더앤더슨의 형

사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이에 대해 하만(Harmon) 판사는 “앤

더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beyond a reasonable 

doubt), 적어도 한 명의 앤더슨 직원이 범의를 지니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해

야 하며,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배

심원들에게 설시함으로써 법인책임 법리구성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30) 이러한 법

리구성은 전통적 대위책임의 원칙에서 벗어나 플레처의 집단책임 구상과 유사한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다.31) 그렇다면 플레처의 낭만주의적 집단책임

30) 이 사안에서 과연 누가 유책한 행위자인지 논란이 되었던 인물들은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아더앤더슨의 수석파트너(lead partner)인 데이비드 던컨(David Duncan)과, 엔론 

감사팀의 마이클 오둠(Michael Odum), 그리고 아더앤더슨의 사내 변호사(in-house attor-

ney)인 낸시 템플(Nancy Temple) 등의 세 사람이었다. 동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공

방에 대해서는 David N. Cassuto, “Crime, War & Romanticism: Arthur Andersen and the 

Nature of Entity Guilt,” 13 Va. J. Soc. Pol’y & L. 179, 2006, pp. 190-207. 단, 하만 판

사의 설시 이후 배심원단은 결국 낸시 템플을 유책한 행위자로 지목함으로써 결과적으

로는 대위책임의 원칙에 의해 아더앤더슨에 유죄평결을 내렸다. 아더앤더슨 평결의 법

리적 의의에 대해서는 안성조, “2002 아더앤더슨 유죄평결의 의미 －미국 판례 상 집

단인식 법리의 형성과 변용－”,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5호, 2010 참조. 2002년 앤더

슨 판결은 2005년 5월 31일 배심원에 대한 법관의 설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미연

방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지만, 대법원이 지적한 설시의 오류는 관련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것이지 행위자의 확정 없이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하만 

판사의 논증방식을 명시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생명력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David N. Cassuto, supra note 3, pp. 203-204, FN4, 

FN84; Arthur Andersen, L.L.P., v. United States, 544 U.S. 696, 125 S. Ct. 2129 (2005), 

pp. 2130-2132.
31) 이러한 분석으로는 David N. Cassuto, Ibid., pp. 217-231. 단, Cassuto는 플레처의 이론

이 국가가 아닌, 법인(회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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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자유주의적 집단책임 귀속방식과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봄이 옳을 것

이다.  

2. 두 번째 반론에 대한 평가

플레처의 이론에서 집단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일면에 

있어서만 옳다고 본다. 플레처가 다소 불명확한 태도와 표현을 취함으로써 양자

의 관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그는 나치독

일 하에서 범행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범행에 명백히 반대한 사람에게도 

적어도 형이상학적 책임(metaphysical guilt)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

문이다.32)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플레처는 단순한 ‘소속에 의한 책임’이나 ‘집

단처벌’이란 개념에는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그는 논문 이후 

저서에서는 집단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당시의 범행과 무관한 후대의 개인은 물론 

범행에 가담치 않은 당대의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은 없거나 감경된다고 보고 있

다.33) 물론 모리스의 비판이 저서가 아닌 논문에 대해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문에는 플레처의 정확한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했다고 볼 수 있

겠으나, 저서의 내용까지 고려한다면 집단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에 대한 모리스

의 입장과 플레처의 입장은 상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세 번째 반론에 대한 평가

모리스의 지적처럼 책임이 감경되는 이유가 행위자의 도덕적 자기비판능력이 

그 어떤 실체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그 영향을 준 실체가 반

드시 집단이어야 한다는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고, 설령 집단이 될 수 있다 하더

라도, 그 집단이 유책해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도 없다. 그의 지적처럼 일반적으로 

책임감경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집단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능력에 대한 영향 그 자

32) 형이상학적 책임이란 형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 등의 모든 책임을 초월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연대의식(solidarity with other human beings)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곤궁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구하지 못한 데 

대해 발생하는 유형의 존재론적 책임(existential guilt)이다. 탈무드에도 이러한 유형의 

무조건적인 책임이 언급되고 있는바, 예컨대 어느 유대인 마을이 적에게 포위되어 적

으로부터 누군가 한 명을 인질로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

면 이러한 경우 마을주민들의 의무는 그들 중 어느 한 명을 지명하여 인질로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함께 죽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George P. Fletcher, supra note 4, pp. 79-80.
33) George P. Fletcher, supra note 4, pp. 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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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집단책임을 개인책임의 감경사유로 인정하게 되

면 너무 많은 사회환경적 요소가 법적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지적도 옳

은 것이다. 그러한 요소를 모두 책임판단에 필요한 사유로 관념할 수도 없고, 과

연 책임판단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리스의 비판은 어딘가 방향이 잘못된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플레처가 

집단책임을 입론하는 것은 개인책임의 새로운 감경사유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34) 집단책임이란 법형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

책임이 인정되면 논리필연적으로 개인책임이 감경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

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리스는 플레처의 이론이 새로운 책임감경

사유를 입론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평가로서, 사실

은 집단책임의 논리적 귀결(logical corollary)로서 개인책임의 감경을 입론하고 있

는 것으로 봄이 옳다. 이렇게 본다면 모리스의 비판은 그 자체로는 옳지만, 전체 

맥락에 비추어볼 때, 플레처의 이론구상에 대한 것이 아니며, 그가 지어낸 가상의 

관념적 대상을 향한 것으로, 실제에서 빗나간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책임이 어째서 책임감경사유로만 기능하고 책임감면사유는 될 수 

없는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플레처가 개인책임이 

감경되는 원리를 금지착오에 비유해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모리스의 지적처

럼 모든 지배적 문화와 규범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를 허용하는 경우, 이는 독

일형법 제17조의 규정처럼 회피불가능한 금지착오가 될 것인 바, 어째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단지 감경될 뿐이냐는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금지착오의 경우라도 그에 대한 법적 효과는 법계와 나라별로 다를 수 있다. 또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도덕적 판단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무능력자로 구분할 

수 있듯이 이는 어디까지나 규범적 결단의 문제이고, 단지 도덕적 판단능력의 유

무가 책임감경이냐 책임감면이냐를 판정하는 결정적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모리스도 논박하고 있듯이 직관적으로 봐도 “신은 결코 히틀러에게 관용을 베풀

지 않을 것”이라면, 집단책임에 의한 개인책임의 분배수준을 감경에 그치도록 설

정하는 플레처의 구상은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은 플레처 역시 집

단책임이 개인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그 책임은 중한 형벌

(severe punishment)을 받기에 충분한 정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사실35)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34) 이에 대한 적확한 지적으로는 William B. Michael, supra note 14, p. 1627.
35) George P. Fletcher, supra note 1, p. 1539. 플레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Recog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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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가 논점

1. 플레처의 보론: 집단책임은 필연적으로 집단에 대한 처벌을 수반하는가?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과연 예컨대, 국가의 집단책임이 인정될 경우 국가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플레처는 국가의 집단책임은 행위자 개인의 책임을 감경시

켜주는 책임분배의 기능을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기억하도록 하

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사죄와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자 간의 화

해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처벌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논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플레처는 자신의 논문과 저서에 대한 보론 형식으로 출간한 두 편의 

논문 “집단책임과 집단처벌(2004)”36)과 “성서적 사고에 나타난 처벌, 책임, 그리

고 수치(2004)”37)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그 결론은 한 마디로 책

임과 처벌 간에는 필연적인 관계는 없으며, 따라서 집단책임에 대해 참회(confes-

sion)로써 처벌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38) 그리고 그 근거로서 성서 속에 등

장하는 책임개념과 처벌 및 참회의 관계를 다양한 성경내용과 구절을 통해 제시

한다.39)

그런데 문제는, 집단책임에 대해 공개적 참회에 의해 피해 당사자와의 화해의 

길을 열어줄 경우 반드시 처벌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수긍

하기 힘든 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치독일의 책임이나 태평양 전쟁당시의 

일본의 만행에 대해 단지 참회로써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면 그 누가 이를 흔

쾌히 받아들이겠는가?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참회로써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처벌 없이 용서할 수 있다는 

the mitigating effect of the nation’s guilt would mitig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offender, though perhaps in many cases this guilt remain sufficiently grave to justify 

severe punishment.”
36) George P. Fletcher, “Collective Guilt and Collective Punishment”, 5 Theoretical Inquiries 

L.163, 2004.
37) George P. Fletcher, “Punishment, Guilt, and Shame in Biblical Thought”,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y 343, 2004.
38) George P. Fletcher, supra note 4, pp. 176-178.
39) 형법상 책임(Schuld; guilt) 개념의 기원을 성서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그다지 낯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문헌으로는 Hellen Silving, “Guilt”, 서울  

법학 제4권 제1/2호, 1962, 3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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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은 직관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보다는 차라리 국가

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개인책임의 분배 및 참회에 의한 피해자와의 화해 기능을 하는 데 만족해야 

한다고 시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가가 아니라 형사소추가 

가능한 집단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집단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집단자

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 경우 집단구성

원 모두에 대해 개인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단자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집단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는 물

론 집단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 내 부도덕한 지배적 규범과 문화를 바꿀 수 있도

록 개선⋅교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책임 이론을 이렇게 재

해석하더라도 집단책임이 개인책임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플레처의 구상을 훼손시

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플레처가 제시한 성서적 근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가? 그가 성서적 전거로부터 집단책임이 처벌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다는 결론

을 도출해 내는 방식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보론에 대한 비판: 성서적 근거에 대한 의문

플레처는 성서, 그 중 창세기의 구절을 인용하며 고대 히브리의 법사상 속에는 

집단책임에 대해 공개적 참회(confession)로써 처벌에 갈음할 수 있다는 사고가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죄책에 대한 대가로 희생제물(sacrifice)을 

바침으로써 속죄(cleansing)하는 방식과 공개적 참회에 의한 화해라는 두 가지 방

식이 병존했음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논급한다.40) 그리고 제물과 속죄를 요구하

는 방식은 죄책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대시대의 법적 사고방식의 하나로, 범

죄와 형벌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힘든 현대적 형벌관으로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분석한다.41)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속죄에 의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규범적 

사고방식은 비단 고대 서구의 법사상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의 법사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레위기(제5장 17∼18

절)나 민수기(제15장 27∼28절)에서 여호와의 금령(禁令)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제물을 바치는 제의식에 의해 속죄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인도 최고(最古)의 성전

40) 그는 창세기 12장, 20장, 26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37장부터 42장까지의 요셉의 이

야기를 대비시키며 다루고 있다.
41) George P. Fletcher, supra note 36,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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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典)인 리그베다(Rgveda)나 베다전통의 인도 고대법전의 하나인 마누법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42) 따라서 성서로부터 현대적 규범의식을 구명해 내려

는 플레처의 접근방식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참회’를 처벌에 

갈음할 수 있는, 양자택일적일만큼 일반적인 죄책의 상쇄방식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참회’로써 처벌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가벼운 경죄에 한한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된다. 예를 들어 고대사회의 규범적 사고방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불교 계율을 보더라도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바라이(波羅夷), 승잔(僧殘), 

바일제(波逸提),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돌길라(突吉羅)의 5편으로 나누어,43) 

이 중에서 가장 중한 죄인 바라이에 대해서는 불공주(不共住), 즉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처벌이 내려지고,44) 그 다음의 중죄인 승잔죄는 대중 앞에서 참회하고 

일정 기간 근신생활을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교단에는 남을 수 있다(殘)”

는 점에서 바라이와 구분된다.45) 다음으로 바일제죄는 계율에 어긋난 물건을 내

놓고 참회를 부과하는 벌에 처해진다.46) 바라제제사니법은 받아서는 안 되는 음

식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바일제죄보다는 경미한 죄로서 이 경우는 

이미 음식물을 먹어버린 되이기 때문에 내놓는 물건은 없고 참회만이 부과된

다.47) 끝으로 가장 가벼운 죄로서 돌길라는 계율상의 죄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48) 범계(犯戒)자는 입으로 말을 내어 회과(悔過)할 필요는 없고 그저 

마음속으로 “이제부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심회(心悔)하기만 하면 된다.49) 

즉, 죄의 경중이 가벼워야 참회로써 처벌에 갈음할 수 있고, 또 가벼울수록 참회

의 정도도 단순해진다는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플레처는 성서해

석상 어떤 오류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선 그가 ‘참회’에 의한 ‘처벌’의 대체가능성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하는 개소

는 요셉의 이야기이다(창세기 제37∼42장). 잘 알려져 있지만, 간략히 정리해 보

면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총애를 시기한 그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트려 죽이

기로 모의한 후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으나 구덩이에 물이 없어 죽지 않은 채 한

42) Rgveda VII.86.4; Manu V.20, 21; Manu XI. 45, 147 참조.
43) 이에 대해서는 平川彰/석혜능 역, 원시불교의 연구 －교단조직의 원형－, 2003, 252- 

253, 264면; 목정배, 계율학 개론, 2001, 129면.
44) 平川彰/석혜능 역, 앞의 책, 270면.
45) 平川彰/석혜능 역, 앞의 책, 274-280면.
46) 平川彰/석혜능 역, 앞의 책, 260면.
47) 平川彰/석혜능 역, 앞의 책, 289-290면.
48) 이에 대해서는 平川彰/석혜능 역, 비구계의 연구 Ⅰ, 2002, 142면 참조.
49) 平川彰/석혜능 역, 앞의 책(각주 43), 2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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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시간이 지나자, 형들 중 유다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동생을 자신들이 

피를 보며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낫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한 다른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 넘겼다. 훗날 애굽의 총

리가 된 요셉은 그를 몰라보며 자신을 찾아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단죄할 

기회를 얻게 되고, 만일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그들의 막

내 동생(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하자, 그들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 했던 사실에 

대해 서로 깊이 참회하게 되고, 그 모습을 목격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풀어,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이다. 창세기의 이 구절을 통해 플레처는 형제들의 집

단책임에 대해 참회로써 처벌에 갈음한 사례라는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 낸다. 그

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우선 성서에 기록된 사실관계가 명확하

진 않지만, 형들의 살인공모는 분명 미수에 그쳤다. 따라서 이 사례는 책임감경의 

여지가 있는 특수한 사례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불교 계율처럼 경한 죄에 대해 

처벌이 아닌 ‘참회’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실하

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요셉 사례를 통해 집단책임이 꼭 처벌을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플레처의 논증방식은50)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51)    

50) 플레처의 이러한 해석을 선해하자면, 그것은 어쩌면 독일 및 프랑스 등과는 달리 미수

범을 처벌하는 영미법 전통의 사고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영미법계

의 판례와는 달리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5.1.4)은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범의의 

포기(renunciation; abandonment of purpose)를 항변(defense)으로 인정한다. 이 점에 대해

서는 George P. Fletcher, Rethinking Criminal Law, 1978, pp. 184-185 참조.  
51) 흥미롭게도 집단책임을 인정하는 사고방식은 비단 히브리 전통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다. 불교에서도 공업(共業)이라고 하여, 카르마(업)의 원리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그 과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업을 

공업이라고 한다. 예컨대 불교경전인 대정신수대장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되

어 있다. “그때의 인민들은 마구잡이로 비법을 행하고, 죄악을 습관적으로 수습하여 복

력이 쇠미해졌습니다. 선신이 버리고 떠나서 재난이 다투어 일어났습니다. 공업(共業)

이 초감(招感)되어 하늘로 하여금 대단히 가물게 하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단비

가 내리지 않아 초목은 말라 비틀어졌고, 샘물이 말랐습니다.” 집단으로 범한 죄책에 

대해 집단적 과보가 돌아오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궁선, “불교 業思

想의 생태철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39면. 불교에도 집단책임과 

유사한 공업사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관한 대화를 나누

다 울산대학교 법학과의 이정훈 교수로부터 알게 되었다. 귀중한 조언에 감사의 마음

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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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레처 집단책임론의 재해석: 법인책임의 재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집단책임이 반드시 처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플레처

의 성서해석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참회로 처벌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은 국가가 아

니라면, 즉 형사소추가 가능한 단위의 집단에 대해서는 처벌을 허용하는 이론으

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이러한 입론이 옳다면 그 이론은 여러 갈래의 

법적 함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특히 법인책임을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게 원

용될 수 있다. 

법인의 독자적인 범죄의사와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는 법리와 이론들이 20세기 

중후반부터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예컨대 기업조직의 ‘부

서별 업무적 독립성(compartmentalization)’, 즉 기업조직의 고도발달로 인해 기업 

내 부서 간 업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자율적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기업은 

각 부서별 상호간 인식의 공유가 없어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듯이 각 

부서 종업원들의 상호 무관한 개별적 인식의 총합을 통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식하

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어느 개별적 구성원 개인

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 전체의 집단적 인식(collective 

Knowledge)을 법인의 범의(mens rea)로 귀속시켜 법인책임을 인정하는 미국의 판

례나,52) 최근에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기업조직체책임론53) 등이 바로 그것이다. 

52) ‘집단적 인식(collective knowledge)’을 통해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선도적 판결로는 Inland 

Freight Lines v. United States, 191 F.2d 313(10th Cir. 1951); United States v. T.I.M.E.- 

D.C., Inc., 381 F. Supp. 730 (W.D. Va. 1974); United States v. Bank of New England, 

N.A., 821 F.2d 844(1st Cir. 1987) 등이 있고 이를 지지하는 대표적 문헌으로는 Martin 

J. Weinstein & Patricia Bennett Ball, “Criminal Law’s Greatest Mystery Thriller: Cor-

porate Guilt through Collective Knowledge”, 29 New Eng. L. Rev. 65 Fall, 1994. 집단인

식 법리의 개념과 형성배경, 대표적 리딩케이스의 분석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안

성조, “미국 판례 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의 법리 연구”, 부산 학교 법학연구 제

51권 제1호, 2010 참조. 간단히 말해 집단인식의 법리란, 회사 종업원의 개별 인식들이 

합해지면, 비록 그 각각의 인식은 가벌성이 없는 무책한(innocent) 것이라 하더라도 법

인의 주관적 범죄성립요소인 ‘범의(mens rea)’를 구성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 예를 들

어 어느 회사의 A라는 종업원은 새로 고용될 회사직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서류기

록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어느 부서에 배치될지는 몰랐고, B라는 종업원은 그 신입직

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매우 위험스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며, C라는 종업원은 그 신입직원의 존재는 물론 채용여부도 모르고 있었는

데, 미성년자를 그러한 위험스러운 업무에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었다고 할 때, A, B, C 각각의 인식은 범의를 구성할 수 없는 무책한 인식(innocent 

knowledge) 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310   �서울 학교 法學� 제51권 제1호 (2010. 3.)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논의의 층위는 다양하지만 법인에게 독자적인 고의 또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이론적 시도의 연

장선상에서 플레처의 이론은 주로 국가책임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지만, 전

술한 바와 같이 이를 재해석해 법인책임의 구성에 접목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

하다고 본다.54) 이하에서는 그의 집단책임이론이 법인의 형사책임에 시사하는 바

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구명해 보기로 한다.

될 수 있다는 법리인 것이다.
53) 기업조직체책임론이란 기업의 전체조직을 하나의 개체로 파악하여 구성원 개인의 고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조직 내 모든 업무담당자의 행위

를 법인의 행위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이기헌⋅박기석, 법인의 형사책임에 한 비교

법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88-90면. 유사한 맥락에서 기업자체의 조직책임

(Organizationsverschulden)을 인정하는 독일의 학자들로는 Klaus Tiedemann, “Strafrecht 

in der Marktwirtschaft”, Stee/Wessels-FS, 1993, 527 ff; Harro Otto, Die Strafbarkeit von 

Unternehmen und Verbänden, 1993, 28 ff. 이밖에도 독일 내 법인책임을 인정하는 다양

한 견해에 대해서는 Claus Roxin, AT⁴, § 8 V 63 참조. 미국에도 기업의 조직

(organization)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정책, 내부관행, 그

리고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등이 곧 기업 고유의 범의(mens rea)

가 될 수 있다고 이론구성하는 견해가 있다. 대표적으로 Ann Foerschler, “Corporate 

Criminal Intent: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Corporate Misconduct”, 78 Cal. L. 

Rev. 1287, October, 1990. 이처럼 기업의 조직구조적 특성에 주목하는 견해를 조직모델

(organization model)이라고 하며, 조직모델의 관점에 서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M. 

Dan Cohen, Rights, Persons, and Organizations: A Legal Theory for Bureaucratic Societ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참조. 미국 판례에서 형성, 발달해 온 집단인식의 법리

도 이러한 조직모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성조, “법인의 범죄능력

에 관한 연구 －낭만주의모델과 조직모델의 비교검토－”, 한양법학 제21권 제2집, 

2010 참조. 
54) 이미 국내에는 이러한 이론적 시도가 있었다. 조병선, “형법에서 행위자의 특정: 개인

책임과 단체책임”, 서울  법학 제50권 제2호, 2009 참조. 외국에도 그의 이론이 다양

한 층위의 집단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Herbert Morris, 

supra note 15, p. 733. Morris 교수는 그의 이론이 정부와 정당(political party)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또한 플레처 자신도 집단행동에 대한 집단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주체로서, 회사(corporations)와 대학 및 전문 조직(professional organization)

은 물론 군대와 가족까지도 논급하고 있다. 다만 그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메커니즘은 

국가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방법론(methodology)이 요구된

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George P. Fletcher, supra note 1, pp. 152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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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집단책임과 법인책임

현행 법제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일

반적 규제방식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한해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밖의 사안에 있어서 법인처벌

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에도 부득이 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총칙에 

법인범죄의 구성요건 및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외

국의 법제55) 등과 비교해볼 때 현행 양벌규정은 입법자가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

해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법인범죄에 대처한데서 

비롯된 과도기적 입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사회적 

비중이 크지 않던 사회에서는 양벌규정만으로도 기업범죄의 규제가 가능했을지 

모르나, 기업의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새로운 대처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법인 자체를 독자적 범죄주체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다.56) 이

55) 예컨대 프랑스 형법 제121-2조, 스위스 형법 제102조,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제12.2조.
56) 기업에 대한 처벌이, 단지 벌금형에 한정될 경우 실제 범죄를 행하는 개인에게는 억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즉 고도로 복잡한 관료적 조직을 갖는 대기업

에 있어서는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가 분화되어 기업이 처벌되더라도 개인은 여전히 

자신의 성과를 내는 데 수월한 방법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맹점은 벌금형 외에 기업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

에 대한 상세한 논증으로는 김재봉,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의 도입가능성 검토”, 비교

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 2004, 806면 이하 참조. 물론 형사제재와는 별도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

한 구상으로는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 융, 박영사, 2009, 17면 이하; 윤영신, 

“회사지배구조에서 법규제(Legal Rule)와 소프트 로(Soft Law)의 역할 및 관계”, 서울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95면 이하 참조. 한편, 법인처벌을 지양하고 대신 민사제재

로 대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논증하는 견해도 있

고(V.S. Khanna,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What Purpose Does It Serve?”, 109 Harv. 

L. Rev. 1477, 1996, p. 1477 이하) 형벌의 보충적 성격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로 충분하고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강동범, “경제범죄와 그에 

대한 형법적 대응”, 형사정책 제7호, 1995, 26면),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지 

않게 되면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기업범죄를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반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John E. Stoner,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or Homicide: Can the Criminal Law Control Corporate Behavior?”, 38 Sw. L.J. 

1275, 1985, p. 1294). 생각건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분명 최소한 지배주주에 대해 

심리적 위하력을 지닐 수 있고(조국, 앞의 논문, 65면), 또 법인의 내부 구조(internal 

structure)에 영향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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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인의 범죄능력이 이론적으로 긍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은 집단(단체) 자체를 독자적 범죄주체로 인

정하는 결정적인 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논거

는 여러 형태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며, 이는 의사

의 자유를 갖춘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57) 주체적 자기결정능력이 없

는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58) 즉, 그러한 책임비난, 다

시 말해 인간의 윤리적 가치결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윤리적 

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벌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

다.59) 그러나 범죄능력이 인정되는 주체로 자연인만을 관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유주의적 형법관60)에 입각할 때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플레처가 주창한 

낭만주의적 집단책임론에 따르면 집단(단체)도 고유의 의사를 갖고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그에 대한 윤리적 책임비난도 가능하며, 따라서 법인도 범죄능력이 있다

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낭만주의적 관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자연인과 

집단(단체) 사이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예컨대 법인에

게는 자연인과 동일한 정신적, 윤리적 판단능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61) 그렇

에(John E. Stoner, Ibid.), 비형사적 제재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법인처벌이 아닌 

이사회 구성원 등 대표적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나, 

조직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현대적 기업구조 하에서는 이사회나 고위 임원진들이 일

상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점(Ann Foerschler, supra note 53, at 

1295), 그리고 자연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당해 법인은 물론 타 법인에 대해서도 형

벌이 효과적인 위하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Günter Heine,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n Unternehmen: Von Individuellem Fehlverhalten zu kollektiven Feh-

lentwicklungen, insbesondere bei Großrisiken, 1995, S.322)에서 타당하지 않다. 
57) 이재상, 형법총론, 2006, 96면.
58) 박상기, 형법강의, 2010, 48면.
59) 신동운, 고시연구, 1998.4, 163-164면. Roxin도 법인에게는 심리적, 정신적 요소가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된다고 한다. 나아가 Tiedemann 등이 주장한 

조직책임(각주 53)에 대해서도 조직의 결함은 엄밀히 말해서 법인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의 경영진(Leitungspersonen)에 의해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허구에 

불과하다고 논박한다. Claus Roxin, AT⁴, 8/59-63 참조.
60) 자유주의적 형법관 하에서는 형법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소극적 임무, 즉 

보호막 역할만을 하게 된다. 그 안에서 개인은 성숙한 판단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춘 자

율적 행위주체로 상정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의 형사책임만이 논해질 수 있으며, 

집단(단체)책임은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키므로 거부될 수밖에 없다.

61) 이 점에 대해서는 Günther Jakobs,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Lüderssen-FS, 2002, 

559 ff. 야콥스는 자연인에게 관념할 수 있는 전통적 의미의 책임개념을 법인에게 그대

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 安晟助   313

다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자연인의 속성을 기준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법인 고유

의 속성을 토대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테면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

와는 다른, 그 고유의 의사적 요소, 즉 법인의 정책과 운영절차, 그리고 내부관행 

등의 문화와 에토스(corporate culture and ethos)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62) 그러므로 생각의 틀을 달리한다면 법인에게

도 그 고유의 의사와 범죄능력을 관념할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63) 그런

데도 왜 굳이 자연인 개인만을 형법상 행위주체로 인정해야 하는가? 

법인은 자연인처럼 ‘자유의사’나 ‘주체적 자기결정능력’을 명확히 관념할 수 있

는 인격체는 분명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사와 능력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법인도 그 고유의 조직구조와 기관, 즉 인적⋅물적 조직체계의 복합적 작

용에 의해 시비를 변별하고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64) 또 형

벌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책이나, 내부적 관행, 또는 표준운영절차 등을 통해 범죄

를 예방하게끔 위하력을 발휘하여 그 내부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법

인도 ‘그 고유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정책과 표준운영절차 및 내부관행’을 통

해 형사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65) 그렇다면 

법인의 정책과 표준운영절차 및 내부관행이 반사회적이거나 종업원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로부터 해당 법인의 ‘범죄의사’를 

관념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66) 다시 말해 일종의 ‘제도화된 고의(Institutional Intent)’를 입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67) 예를 들어 법인의 정책이 관련 법규를 명시적으로 위반하거

62) Ann Foerschler, supra note 53, at 1298-1305. 이처럼 정책 및 관행 등 법인의 문화적 

풍토(climate)가 법인 고유의 인격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론을 “법인 고유의 

정체성 모델(Separate Self-Identity Model)”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Eli 

Lederman, “Models for Impos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rom Adaptation and 

Imitation Toward Aggregation and th Search for Self-Identity”, 4 Buff. Crim. L. Rev 641, 

2000, pp. 678-700.  
63)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제9판, 2003, 136-137면. 동 문헌에 따르면 법인의 

책임능력도 개인의 정신적⋅윤리적 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적⋅사회적 책

임이란 관점에서 보아 사회유해적(社會有害的) 행위 또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

에서 찾는다면 법인에 대한 책임귀속과 책임능력의 인정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64) Eli Lederman, supra note 62, pp. 690-692.
65) John E. Stoner, supra note 56, p. 1294.
66) 법인에 대한 윤리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견해로는 임웅, 고시연구, 1998.12, 135면; 임

웅, 형법총론, 2003, 77면.
67) 이러한 입장으로는 Seth F. Kreimer, “Note, Reading the Mind of the School Board: 

Segregative Intent and the De Facto/De Jure Distinction”, 86 Yale L.J. 317, 197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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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운영절차 및 내부관행이 법인 구성원의 범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의사와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68) 따라서 플레처가 논

급한 집단(단체)의 고의는 법인의 경우 정책과 표준운영절차 및 내부관행 등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집단책임은 진주만 공습이나 911 사태와 같이 자연인 행위자에게만 책임을 묻

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특정한 경우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다. 즉, 행위자와 그 수뇌부, 다시 말해 기업에서 종업원과 

이사회 구성원, 나아가 지배주주까지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더라도 여전히 책

임귀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론인 것이다. 따라서 양벌규

정이 상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처벌이 요구되고, 또 정당한 경우라면 법

인을 처벌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플레처의 

논의를 법인과 그 구성원 간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 예컨대 회사와 그 구성원 사이에도 전시

의 낭만주의자처럼 국가의 영광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내적 

응집(internal cohesion of self and nation)’이 과연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구명되어

야 할 것이다. 즉, 전시의 낭만주의자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만큼 그들의 행위가 

곧 배후 집단의 의사를 “표현한다(express)”고 보기에 ‘충분한’ 내적 응집이, 회사

와 그 직원 간에도 존재할 수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

인 대답이 내려질 수 있어야만, 또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단책임은 법인책임

을 구성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낭만주의가 주로 국가적 영광이나 애국

심을 부르짖는 문학사조와 긴밀히 얽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아닌 실리적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는 회사와 그 구성원 간의 관계에도 

이 모델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진주만

에 자살공습을 감행하거나 항공기를 납치해 자살테러를 하는 경우와 회사 직원

의 범행을 동일 평면상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각 기업 및 단체는 그 구성원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그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나, 회사와 그 구성원 

간의 강력한 내적 응집을 관념할 여지가 있는 사안도 분명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에서69) 낭만주의모델은 유용하게 원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333-334. 관련 판례로는 Keyes v. School District No. 1, 413 U.S. 189 (1973); Oliver v. 

Michigan State Bd. of Educ, 508 F.2d 178 (6th Cir. 1974). 
68) Ann Foerschler, supra note 53, pp. 1306-1311 참조. 
69) 예컨대 S기업이 수년째 자동차사업 진출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결과 현재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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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인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전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과정에서 낭만주의적 관점이 법조문에 반영되려면 법

인과 그 종업원 간의 내적 응집의 ‘충분성’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두어서, 그 

종업원의 행위가 곧 법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긴밀히 

접착된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내적 

응집의 충분성”을 요하는 입법례는 현재까지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법

인의 형사책임을 법전에 명문화하고 있는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법인

의 기관이나 대표 및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이익 또는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행

위를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러한 조문구조는 앞서 살펴본 영미의 동일시원리(identification doctrine)나 대위책

임(vicarious liability)과 유사한 귀책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70)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규정만으로는 플레처의 관점을 적실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본

다. 낭만주의모델에서는 “자연인의 행위가 곧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식의 동일시

벌 기업과의 선두다툼에서 크게 뒤졌을 뿐 아니라 재무구조도 크게 악화되었고, 수년 

내 자동차사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라고 할 때, 동 기업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L과 사내 법무팀장인 K

가 공모하여 회사의 사운을 걸고 자동차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거액

의 뇌물을 전달해 준 경우 이것을 L과 K라는 개인의 행위라고만 보고 그들만 단죄하

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이 경우 대표이사 L과 법무팀장 K의 범행은, 누군가 그러한 

방법이라도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직⋅간접적으로 부추겨 온 회사내부의 부도덕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L과 K가 곧 S기업의 집단적 고의를 표현한(express)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동일시원리나 대위책임에 의해서도 S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만일 L과 K의 공모관계의 입증이 불가능하고, 아울러 L과 K중 누가 

최종적으로 뇌물전달의 지시를 내렸는지 확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동일시원리나 대위

책임에 의해서는 책임추궁이 불가능하겠지만, 낭만주의모델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라도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뇌물전달 지시를 내렸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S기업에 대한 

형사소추와 형사책임의 인정이 가능하다.
70) 동지의 Emilia Mugnai & James Gobert, “Coping With Corporate Criminality － Some 

Lessons from Italy”, Crim. L. R. AUG, 619, 2002, p. 625. 동 문헌에 따르면 이탈리아

는 2001년 “법인, 회사, 기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행정적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원어로는 Disciplina della responsbilità amministrativa delle persone giuridiche, 

delle società e delle associazioni anche prive di personalità giuridica, D.Lgs. 231/2001)의 

제정을 통하여 법인의 두뇌에 해당하는 고위관리직은 물론 하급직(subordinate) 종업원

의 행위까지도 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동일시원리와 대위책임을 모

두 수용하였다. 한편 동일시원리와 유사한 조문구조를 채택한 입법례로는, 몰타(Malta) 

형법 제121D조와 벨기에 형법 제5조 1항, 이스라엘 형법 제23a조 2항과 프랑스 형법 

제121-2조 및 핀란드 형법 제9장 제2절 1항을, 대위책임과 유사한 구조를 채택한 입법

례로는 네덜란드 경제형법(Wirtschaftsstrafgesetz) 제15조와 노르웨이 형법 제48a, 48b조,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제12.2조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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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또는 대위책임모델이 아니라, “법인의 고의가 자연인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식의 집단책임모델이 요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레처의 관점이 법인책임의 구

성에 수용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적 응집의 충분성”이라는 구성요건표지를 

여하한 형태로든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71)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을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은, 양벌규정에 의한 개별적 규제방식이 아니라 법인책임의 총칙화

를 요구하는 것이다.72)

다만 이 경우 플레처의 이론대로라면 법인의 의사를 표현하여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개인의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는 점이 의문시될 수 있다. 법인처벌을 위해 

그 구성원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키면 오히려 형벌의 위하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난점은 플레처의 이론을 법인책임에 그대로 적

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플레처의 이론적 구상을 전

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적 자아와 법인의 집단적 의사간의 내적 응집이 

충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만일 저지른 범죄가 중할 경우 개인책임

의 감경 수준은 형벌의 위하력을 떨어트릴 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

면, 형사처벌 상의 흠결은 중대한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플레처의 

이론의 미덕, 즉 어떻게 집단이 고의를 지닐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르며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낭만주의적 설명방식이 타당하다면, 여전히 그의 구상은 음미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71)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 형법 제23a조 2항에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범죄와는 달리 

범죄성립에 범의(criminal intent)나 과실(negligence)가 요구되는 범죄의 경우, “(관리직) 

임원의 행위와 범의 및 과실이 법인의 행위와 범의 및 과실로 간주될 수 있는(deemed 

to) 경우에는 법인이 형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흡사 법인과 구성원 간의 “내적 응집의 충분성”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조문은 명백히 동일시모델을 채택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Eli Lederman, supra note 62, p. 658(Eli Lederman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대의 학장을 

역임). 이처럼 동일시모델은 일견 집단책임모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자연인 행위자

의 행동이 곧 집단의 의사결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내적 응집의 충분성”을 관념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는 분명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후자에 의하

면 “내적 응집의 충분성”이 존재하는 한 자연인 행위자는 누구나 될 수 있겠지만 전자

에서는 반드시 두뇌에 해당할 만큼의 외관을 갖춘 행위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렇다고 집단책임모델이 대위책임모델과 동일한 것도 아님은 전술한 바(II-1)와 같다. 
72) 다만 이러한 법인책임의 총칙화를 형법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단체형법전에 

할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특히 법인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자연인

의 고의나 과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할 것이다. 예컨대 

오스트리아는 단체책임법(Verbandsverantwortlichkeitsgesetz)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6

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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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최근 몇 년 새 불어 닥친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바로 기업

과 법의 적절한 관계도 그 중 하나며, 경제와 법을 지배하던 자유주의 사조에 대

한 맹목적 신뢰도 그러하다. 이는 형사사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경제영역에 대한 형법의 투입은 이른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입각해 필

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사고였다. 경제영역은 고유의 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법의 과도한 개입, 특히 형사처벌이라는 강력

한 방식으로 그 자율적 작동원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아더 앤더슨에 대한 유죄평결에서 볼 수 있듯, 대위책임에 의해 전통적

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해 왔던 미국 법원도 근래 들어 기업에 대한 형사

소추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했던 국가들도 상당수가 입법을 통해 법인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추세다. 바야흐로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집단

책임론을 새롭게 구성한 플레처의 논증을 검토해 보았다. 여러 측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논리적 일관성과 타당성이 있고, 법인의 형사책임을 재구

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논지다. 다만 기업에 대한 

형사적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플레처의 집단책임론 외에도 집단인

식에 의해 법인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나 기업조직체책임론 등에서 제시하는 관

점73)을 적정한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입법을 통해 법인의 형사책임에 

73) 집단인식의 법리나 기업조직체책임론의 요체는 발생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유책한 종업원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법전에 수용한 입법례로는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형법 제48a조와 스위스 

형법 제102조 1항,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제12.4조 (2)-(b)항과 이탈리아 D.Lgs. 231/2001

의 제8조 및 핀란드 형법 제9장 제2절 2항을 참조. 이상의 입법례 중 가장 최근(2003)

에 발효된 스위스 개정 형법 제102조 1항은 “기업 내에서 기업의 목적범위 내 영업활

동의 수행 중에 중죄나 경죄가 범해지고, 이 범행이 결함 있는(mangelhaft) 기업조직으

로 인하여 특정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중죄와 경죄는 기업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기업은 5백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역시 비교적 최근의 입법례인 오스트레일리아 형법(1995) 제12.4조 (2)-(b)항은 “법인의 

종업원, 대리인 또는 임원 중 누구에게도 과실(negligence)이 없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아(즉, 다수의 법인의 종업원들, 대리인들 또는 임원들의 행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법인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면, 법인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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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성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본다.

투고일 2010. 2. 16    심사완료일 2010. 3. 5     게재확정일 201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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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hinking Fletcher’s Collective Guilt Theory 

An Seong Jo
*

74)

Global financial crisis has arrived, which attacked all the world’s economy and 

made it down. Naturally diverse reflective arguments on economic and legal 

liberalism have been rising nowadays. In order to regulate and control the 

corporation’s abuse of power, we need to examine the theory of collective guilt 

proposed by George P. Fletcher in his famous book the “Romantics at War(2002)”. 

In his book, Fletcher argued that in some conditions, not only an actor but also 

the collective entity surrounding him is guilty. For example, Nazi Germany is 

guilty for pogrom and the Al-Qaeda is also guilty for 9.11. He called this kind of 

guilt, the collective guilt. 

However, there are some critical comments about collective guilt theory made by 

Herbert Morris. He argues firstly, it is unclear to him how much of a contribution 

the Romantic-Liberal distinction makes to the issues raised by collective guilt, and 

secondly, it is also unclear what inferences are permissible from collective guilt to 

the guilt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collective. Finally, he criticizes the function 

of collective guilt which makes it possible distribution between collective and 

individual guilt, because if it is possible, too many mitigating factors might be 

taken into account. I defended Fletcher's theory of collective guilt from all these 

critical comments.

From his view, we can derive very important conclusions necessary to control  

appropriately the corporations. In certain conditions, in that the internal cohesion 

between an actor and the collective entity is strong enough for him to regard 

himself as the representative of whole entity, the collective entity can be culpable. 

Similarly, if there are the same conditions between a member of corporations and 

the corporation itself, the corporation can be culpable. In other words, Flet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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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collective guilt can be applied to reconstruc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d thus supply us with legal tools that make it possible to treat corporations as  

criminal actors.  

Key words: Fletcher, collective guilt, distribution of guilt, corporate criminal guilt. 

liberalism, romantic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