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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와 통시적 책임

김 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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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사죄는 행위자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가? 사

죄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어

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즉, 이 물음은 사죄에 대한 딜레마를 제시한다. 만일 사

죄가 행위자의 책임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죄를 요

구하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 또한 사죄가 행위자의 책임을 덜어준다면, 어떤 근

거에서 사죄가 그런 힘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는 사죄에 대한 

스윈번과 코리의 분석을 살펴보면서 두 분석 모두 사죄에 대한 딜레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한 후, 사죄에 대한 딜레마로부터 빠져나오는 

올바른 해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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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화 �밀양�

1. 죄가 처리되는 도덕적 과정

영화 �밀양�에 등장하는 박도섭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

를 납치하여 살해한다. 그는 검거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자신이 살해한 아이의 엄마로부터 면회 요청을 받는다. 아이의 엄마가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그는 아이의 엄마에게 자신은 이미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며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에 아이의 

엄마는 분노와 갈등을 겪게 된다.

우리는 두 사람의 만남에서 여러 생각과 바람이 교차하는 것을 본다. 이 

교차하는 생각과 바람에 주목해보자. 우선 아이의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할

까? 그녀는 박도섭이 자신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떤 

근거에서 그녀는 그렇게 생각할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행한 범죄로 인

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며 사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해야 한다고 생

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이의 엄마는 그로부터 사죄를 받고 싶은 바람을 갖고 있다. 그가 

사죄를 해야 한다고 믿는 것과 사죄를 받고자 바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 피

해자는 가해자가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그런 사죄를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녀는 그런 바

람을 갖게 되었는가? 그녀가 그 사죄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

마도,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는데, 그로부터 사죄를 받는다는 조건에서

만 그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녀가 믿기 때문일 것이다. 용서를 위

해서 진정한 사죄가 요구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박도섭은 자신에게 사

죄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이 아이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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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린 결심일 것이다. 

그녀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다. “그는 나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나에

게 사죄를 해야 한다. 또한 나는 그의 사죄를 받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그

를 용서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사죄를 해야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사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해자 박도섭의 생각에 주목해보자. 그는 아이의 엄

마에게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

는 자신이 이미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에게 다시 사

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이유는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

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받아들인다. 신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는 진정한 사죄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진정한 

사죄를 했으므로 신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박도섭의 생

각을 정리하면 이렇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신에게 고백했고,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박도섭의 생각이나 아이의 엄마의 생각에는 논의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

다. 죄, 죄책감, 사죄, 용서, 처벌 등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고 영화 속의 

장면은 이런 논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함축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영

화 속 장면은 우리가 이런 주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

를 벗어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의 일

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

의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이로부터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 사죄

를 받은 피해자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죄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를 두고 우리는 ‘죄가 도덕적으로 처

리되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속 장면은 이 과정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죄가 도덕적으로 처리되

는 과정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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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균열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 박도섭이란 사람이 갖

고 있는 뻔뻔한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용서를 하려고 한 아이 엄마의 의도

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일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죄가 도덕적

으로 처리되는 과정’에 균열이 생겨난 이유는 이 과정에 등장하는 개념들

이 그런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 

죄책감, 사죄, 용서, 처벌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가기를 기대하지만, 

이 개념들은 우리의 기대만큼 잘 정돈된 것이 아니다. 

죄가 도덕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

까? 이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느슨한 방식의 문제 제기이므로, 이 글

에서 필자가 이 물음에 본격적 대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필자가 이 글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도 작은 범위의 물음이다. 이 물음

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영화 속의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박도섭은 아이를 죽인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그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욕구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과거의 박도섭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인

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사죄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사죄를 했다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사죄를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일단 그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가 사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데 동의한다

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사람에게 과연 아이를 죽인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가 글자 그대로 ‘새로운’ 사람이라서 더 이상 과

거의 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아이를 죽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자신의 죄를 인

정하고 사죄를 했다는 이유로 그 죄로부터 책임을 벗어나게 된다면 이는 

‘사죄’라는 개념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죄를 하는 행위가 자신이 지

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것이라면, 사죄를 한 사람

이 바로 그 사죄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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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박도섭이 사죄를 했다고 

해서 그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은유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박도섭이 사죄한다고 해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

이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의 의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박도섭이 스스

로 지은 죄에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된다고 믿는다. 만

약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박도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가 그가 사죄를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왜 우리는 그가 사죄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죄가 도덕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의 한 

요소로 사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2. 사죄의 딜레마

사죄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것이며, 사죄를 하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이 한 일을 현재 시점에서 승인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 과거에 일어

난 잘못에 대해서 불승인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면, 

사죄를 하는 사람이나 사죄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까지 모두 그 일에 대해서 불승인의 태도를 취하는 셈이고 그런 

점에서 이들의 태도는 모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교도소에 

있는 박도섭이나 아이의 엄마나 영화를 보는 우리 모두 과거의 박도섭이 저

지른 범죄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편에 서 있다. 그에게 사죄

를 요구하고 그가 사죄를 한다면, 우리는 모두 현재의 박도섭과 함께 과거

의 박도섭에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는 교

도소로 자신을 찾아온 아이의 엄마에게 자신도 그녀와 같은 편에 서 있다고 

말한 것이며, 아이의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사람이 없

다는 점에 당혹감을 느낀 것일지 모른다. 이 점에서 사죄는 죄를 저지른 과

거의 자아와의 단절을 만들어 내며 도덕적 책임의 대상을 현재 시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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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몰아내는 것 같다. 이 점이 사죄를 당혹스런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서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자. 영화 �쇼생크 탈출�에 등장

하는 레드(Red)는 어린 시절에 저지른 살인죄로 오래 기간 교도소에 갇혀 

생활해 왔다. 가석방 심사가 있을 때마다 레드는 자신이 변화한 사람임을 

간절하게 말하지만 가석방은 허락되지 않았다. 가석방에 대한 기대를 접고 

지내던 어느 날 레드는 또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 하루도 후회를 느끼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교도소)에 

있기 때문이라거나 당신이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

니다. 그저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어리석은 아이였던 나 자신을 돌아보

는 거죠. 그 아이에게 알아듣게 말하고 싶고 세상이 어떤지 말해 주고 싶어

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지요. 그 아이는 오래 전에 사라졌고, 이 늙은 사람

만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를 그저 견디어낼 수밖에요. 

이날 그는 기대하지 않았던 가석방 허가를 받게 된다. 아마도 가석방 심

사관은 레드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그에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레드가 더 이상 과거의 레드

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가석방 

심사관 앞에 앉아 있는 늙은 레드가 수십 년 전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의 레

드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은 아니다.1) 다시 말해서, 이는 철학에서 

말하는 ‘인격적 동일성’(personal identity)이 과거의 레드와 현재의 레드 

사이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과거의 레드와 현재의 레드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현재의 레드는 아무런 죄

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셈이고 국가는 레드에게 

잘못을 저지른 셈이 된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관이 한 일은 국가가 무고한 

사람을 감금하고 있는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석방 심사관이 레드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한 이유가 레드가 이미 자신의 죗값을 모두 치렀다고 

1) 시간의 경과와 도덕적 책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Parfit (1984) 3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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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 이 역시 상식적으로 그럴 듯한 해 보일 수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레드가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가석방

을 받은 것이라면 애초에 그에게 내려진 죗값은 과도한 것이라고 해야 한

다. 가석방이란 죄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여 그가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

지 않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허가하는 석방이다. 다시 말해서 레드는 자신의 

죗값을 이미 감당했기 때문에 석방된 것이 아니라 치러야 할 죗값을 경감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레드가 죗값을 경감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앞의 장면에서 

그는 자신의 후회를 솔직하게 진술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의 사죄가 자신

이 받아야할 죗값과 도덕적 비난을 가볍게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사죄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사죄와 도덕적 책임과 관

련하여 개념적 당혹감을 갖게 된다. 자신의 행위가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

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죄라면, 어떻게 사죄가 도덕적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짐을 지겠다는 선언하는 것만으로 짐

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그 선언은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짐을 지겠다는 선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짐을 지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사죄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성급한 오해다. 필자는 자신의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것

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필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사죄가 그런 도덕적 중요성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사죄에 대한 법 관습에 동의한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

우치고 있는 사람은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필자 역시 

이런 일반적인 법 관습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어

떻게 이 상식적인 법 관습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두 영화에 등장하는 박도섭과 레드는 사죄와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생겨나는 개념적 혼란을 보여준다. 우리는 박도섭의 사죄를 받아

들이기 불편해하며 그의 사죄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덜

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면 레드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우리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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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고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

로부터 그가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죄와 도덕

적 책임 사이에서 생겨나는 개념적 혼란은 다음과 같이 일종의 딜레마로 제

시될 수 있다. 사죄는 과거에 일어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경감하거

나 경감하지 않는다. 박도섭의 사례처럼 사죄가 도덕적 책임을 경감하지 않

는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이유가 의심스러

워진다. 앞서 도입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사죄가 ‘죄가 도덕적으로 처리되

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한편, 레드의 사례처럼 사죄

가 도덕적 책임을 경감한다면, 사죄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갖게 되는지 이해

하기 어렵다. 이는 마치 도덕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그 

도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죄를 통해서 도덕적 

책임이 덜어진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죄가 면죄부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2) 

이는 결국 과거의 자아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현재 자아는 어떤 태도

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올바르며 그런 태도와 행동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이 물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이 물음이 갖고 있는 종교적 함축, 특히 기독교적 

함축 때문이다. 원죄와 회개, 대속과 구원은 기독교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이다. 아마도 사죄와 도덕적 책임을 다루면서 기독교적 함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필자는 이 글에서 가급적 기독교

적 함축을 피하고자 한다. 거기에는 물론 불필요하게 논점을 복잡하게 만드

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필자는 사죄의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고 중립적인 개념 틀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주로 ‘잘못’, ‘범죄’, ‘사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런 용

어는 이미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원죄’, ‘죄악’, ‘회개’, 

2) 이 딜레마는 사죄와 관련된 다른 개념들도 이해되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다.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딜레마를 만들어 내듯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역시 딜레마

를 만든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을 잊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그 잘못으로 더 이상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동시에 

만족하기 불가능한 요구처럼 보인다. Tongeren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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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 등의 용어를 사용했더라면 그 도덕적 의미는 더 분명했을 것이고 나

아가 종교적 의미까지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보다 좀 더 광

범위하고 중립적인 맥락에 이 문제를 위치시키고 싶다. 우리가 저지르는 잘

못에는 도덕적인 함축이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면서 집에 

지갑을 두고 나오는 ‘잘못’을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도덕적인 함축도 없다. 

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신의 부주의함을 후회하고 다시는 이를 반

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지만, 이 후회와 다짐에도 어떤 도덕적 함

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필자는 사죄와 도덕적 책임에 관한 논의

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라는 보다 중립적인 

맥락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죄도 결국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용어들은 종교적인 함축보다는 광범위하고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

히 이 글에서 ‘사죄’는 ‘사과’라는 중립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따라서 두 용어는 상호 교환되어도 상관없다. 

3. 깨끗한 몸으로 빚 갚기

앞에서 제시한 사죄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사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설명에서 시작해 보자. 우리는 스윈번(Richard Swinburne)의 주장에서 전

형적인 설명의 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3) 필자가 보기에 사죄에 대한 전형

적인 설명은 두 가지 비유의 결합으로 제시된다. 한 가지 비유는 사죄를 빚 

갚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죄를 스스로 몸을 씻는 것에 비

유하는 것이다. 사죄를 빚 갚는 것에 비유하는 근거는, 우선, 잘못을 저질러

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곧잘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에 비유

하기 때문이다. 스윈번이 이 비유를 최초로 제시한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

가 쓰는 일상적인 표현에서 이런 비유는 너무나 흔하며 이는 다른 언어에서

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인간의 뿌리 깊은 있는 사고방식을 

3) Swinburne (1989),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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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검거된 살인범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

며 ‘지은 죄를 평생 갚으며 살겠다’는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곤 한다. 돈을 빌

려 생긴 빚을 ‘갚듯이’ 지은 죄를 ‘갚는다’는 것이다.

스윈번에 따르면,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죄(guilt)를 얻게 된다. 죄를 얻은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는 것처럼, 이 죄를 바로 잡을 의무를 갖는다. 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빌린 돈과 약속한 이자를 갚는 것으

로 완벽하게 빚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죄를 바로 잡는 일은 피해

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원상 복귀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과정에서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갚는 것 말고도 자

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진정

한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가 요구된다.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죄를 한다고 해서 이 사실이 변할 리 없다. 사죄

의 본질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된 행위와의 관계를 공적으로도 사적

으로도 끊음(disowning)으로써 과거의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4) 

스윈번의 주장은 죄가 도덕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

을 잘 반영한다. 죄를 짓는 것이 빚을 지는 것이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에 비

유된다면, 빚을 갚고 더러움을 씻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윈번

의 이런 주장이 사죄에 대한 딜레마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우선, 이런 주장은 비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죄

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비유를 넘어서서 이해되기 힘들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글자 그대로 빚을 진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더

구나 더러운 사람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죄를 짓는 것과 빚을 갚고 더러움

을 씻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점들에 

주목해 보자. 우선, 채무 관계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이 모르는 채로 

생겨날 수 없지만,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

4) Swinburne (1989),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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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고 또한 피해를 받는 사람도 누구 때문에 자

신이 피해를 받는지 모를 수 있다. 둘째, 빚이란 갚으면 원상 복귀가 가능하

며 더러워진 몸도 씻으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깨끗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잘

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한 일은 대부분 원상 복귀가 가능하지 않

다. 셋째, 빚은 그 빚을 진 사람이 아닌 제삼자가 그를 대신하여 갚을 수도 

있고 더러움을 씻는 것도 더러워진 그 사람이 아닌 제삼자가 더러움을 씻어

줄 수 있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는 것은 합당한 일

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큰 빚을 져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

신하여 그의 형제가 나타나서 그 빚을 갚는다면 이를 마다할 채무자는 없

다. 하지만 박도섭을 대신하여 그의 생모가 나서서 자신이 죗값을 치르겠다

고 하더라도 그의 생모를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의 생모가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사죄하는 것 역시 사죄로 받아들여

질 수 없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빚을 갚고 더러움을 씻는 것에 비유하

는 것은 사죄를 이해하는 설득력 있는 방식이다. 그 설득력은 어디서 생겨

나는가? 사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더 나은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

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일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이 이 모델의 설

득력을 담보할 수는 없다. 필자가 보기에, 이 모델은 사죄와 용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다. 빚진 자가 빚을 갚고 더러운 자가 

더러움을 씻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당한가? 이 사

람을 더 이상 빚지고 더러운 자로 여기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이 모

델을 통해서 사죄를 바라본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더 나은 사

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이전에 대하던 방식으로 대할 수 

없다. 이것이 사죄를 빚 갚고 더러움을 씻는 것에 비유하는 이해 방식이 갖

는 설득력의 원천이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자에게 

사죄를 요구할 수 있다. 죄 지은 자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

하고 죄 지은 자가 정당하지 못함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고 죄 지은 자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고자 함도 아니다. 



논문3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더 나은, 혹은 

빚을 청산하고 청결해진, 인간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죄에 대한 이런 주장은 우리를 딜레마에서 구하지 못한다. 이 

주장에 따를 때, 사죄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도덕적 책임감을 덜어준다고 

할 수 있는가? 아마도 스윈번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그런 죄를 저

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 그의 

도덕적 책임감을 경감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치과에

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듯이 말이다. 그에게 바람직한 일을 하

는 것은 그에게 좋은 일이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그의 도덕적 책임감을 덜어줄 수 있는가?

스윈번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은 잘못한 사람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른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마치 치과에서 정기 검진

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듯이 말이다. 빚

을 갚고 몸을 청결히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서 도달하는 최

종적인 단계는 바람직하고 좋지만, 그 과정에서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

기에 고통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자신이 진 도덕적 책임

감을 덜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래드직(Linda Radzik) 역시 사죄를 빚 갚기로 이해하는 이론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죄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전제되어 있음을 지적

한다.5)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죄를 통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옳아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통이 무엇을 위한 고통인지 

하는 점이다. 결국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고

통이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사죄를 요구하는가? 

스윈번은 사죄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어설 여지를 마련하지 않는다. 이 과

정에 피해자가 필요하다면 이는 결국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이다. 그

5) Radzik (2009),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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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그의 사죄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죄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보

는 즐거움뿐이다. 하지만 래드직이 지적하듯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

이 바람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스윈번이 딜레마의 다른 뿔, 즉 사죄가 가해자의 도덕적 

책임을 경감시키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선택을 할 수도 없어 보인다.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듯이, 사죄를 빚을 갚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죄를 자신을 정화하고 빚을 갚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는 사죄와 도덕적 책임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4. 통시적 책임

사죄의 모델을 빚 갚고 더러움을 씻는 데에서 찾으려는 이론이 갖고 있

는 난점은 도덕적 책임을 시간이라는 변수와의 관계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도섭과 레드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자. 박도섭은 아이의 죽음으

로 인해서 아직 고통에 신음하는 아이 엄마에게 자신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말한다. 반면, 레드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죄 때문에 노인이 된 시

점에서도 벌을 받고 있다. 이 둘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시간인 것

처럼 보인다. 박도섭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

에 있지 않지만, 레드는 이미 그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

약 ‘새로운’ 사람이 되는 데 시간이라는 변수가 필요하다면, 스윈번이 제시

하는 전통적 모델은 이 변수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사죄에 대한 적절한 모델

이라고 볼 수 없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러움을 씻는 일도 마찬가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

다. 하지만 사죄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자신이 지은 잘못을 깨닫는 일이라

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죄를 하는 일이라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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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적절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일만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더욱 그렇다. 죄를 짓자마

자 사죄를 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

가 이런 사죄는 바로 그 사죄의 시점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된다. 

시간이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사죄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사죄라는 개념

에 접근해야 할까? 코리(Andrew Khoury)가 사죄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그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6) 일반적으로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책임이 시

간에 의해서 변화할 수 없다고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한 행위자가 

시점 t1에 저지른 일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시점보다 이후인 t2에

도 이 행위자는 그 일에 대해서 동일한 정도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시점 사이의 도덕적 책임, 즉 통시적 책임(diachronic 

responsibility)에서 요구되는 것은 두 시점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인격적 동

일성이다. 인격적 동일성이 주어진다면, 통시적 책임은 결국 공시적 책임

(synchronic responsibility)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윤리학에

서 받아들여지는 암묵적 가정이다. 하지만 코리는 이 두 암묵적 주장에 모

두 반대한다. 즉, 그에 따르면, 통시적 책임과 공시적 책임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고, 도덕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격적 동일성이 전제될 

필요가 없다.7) 우리의 관심은 도덕적 책임과 시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의 

첫 번째 주장에 주목해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통시적 책임과 공시적 책임이 구별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시점 t1에 영희가 철수를 심하게 모독했다

고 하자. 이제 이 시점에서 1년이 지난 t2에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

오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영희는 자신이 철수를 심하

게 모독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노력하여 남에게 독설을 내뱉던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며, 철수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했다. 이와 반대

6) Khoury (2013).
7) 코리는 슈메이커(David Shoemaker)의 논증에 따라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인다. 

Shoemaker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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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영희는 철수를 모독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1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 코리는 t1에 영희가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두 시나리오에서 다르지 않지만, 영희가 t2에도 

비난 받아 마땅한지는 두 시나리오에서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두 번째 시

나리오와 비교하여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영희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현저

히 줄어든다. 여기서 비난가능성은 t2에 존재하는 영희의 행위나 태도에 대

한 비난가능성이 아니라 t1에 영희가 한 일에 대해서 t2에 판단하는 비난가

능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t1에 영희가 한 일에 대한 평가는 

t1 이후에 영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

단한다면, 통시적 책임은 공시적 책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

이다. 반면, t1에 영희가 한 일에 대한 평가가 t1 이후에 영희가 한 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긴다면, 통시적 책임과 공시적 책임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여기는 것이다. 코리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영희의 독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시적 책임과 공시적 

책임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통시적 책임을 공시적 책임과 구별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

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영희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글자 그대로 전혀 다

른 인간(person)이 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영희가 1년 전의 

영희와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영희가 1년 전 철수에 퍼부은 독

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1년이 지난 시점의 영희에 와서 가벼워졌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한 행위자가 한 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1년이 지

난 시점에도 동일하게 묻는다면, 그 이유 역시 한 행위자의 인격적 동일성이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될 수 없다. 코리 역시 통시적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인격적 동일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행위자의 통

시적 책임에 대한 평가는 심리적 연결성(psychological connectedness)에 

달려있고 주장한다. 

심리적 연결성이란 시점을 달리하는 두 심리적 상태가 그 내용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오늘 영희는 어제의 영희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나 생각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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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오늘의 영희와 어제의 영희는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

만 오늘의 영희와 3살 때의 영희 사이에 심리적 연결성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중간에 존재하는 영희의 시간적 자아(temporal selves) 사이에는 

심리적 연결성이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시간적 자아 사이에

는 심리적 연결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코리는 오늘

의 영희와 3살 때의 영희 사이에 심리적 연속성(psychological continuity)

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심리적 연속성은 심리적 연결성과 구별된다. 이를 

신체에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영희의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에 주목해 볼 

때 오늘의 영희와 어제의 영희는 대부분의 세포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신

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오늘의 영희와 3살 때의 영희가 신체적으로 연

결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영희와 3살 때의 영희는 신체

적으로 연속적이다. 

코리에 따르면, 통시적 책임은 심리적 연결성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된

다. 앞에 등장한 영희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영

희는 1년 전의 영희와 심리적 연결성을 거의 잃었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에

서는 둘 사이에 심리적 연결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영희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반

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여전히 도덕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례, 즉 영화에 등장한 박도섭과 레드의 사례에 코리

의 주장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필자가 보기에 그는 이렇게 주장할 것이

다. ‘아이를 유괴하여 살해한 박도섭이 사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그 이

유는 그가 아이를 죽인 죄를 저지른 시점의 박도섭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면 레드는 지난 날 범죄를 저지른 시점의 그

와 심리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

유롭다.’ 

하지만 이러한 코리의 주장이 사죄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딜레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코리는 비유

의 도움 없이 통시적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죄에 대한 우리

의 직관적 생각을 잘 포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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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번이 비유를 들어 말하고자 한 바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다. 딜레

마에 대한 코리의 답변은, 사죄는 과거에 일어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

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보았듯, 우리의 다음 물음은 도대체 

사죄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인데, 사죄는 문제의 행위를 했

던 과거 행위자와 현재 행위자 사이에 심리적 연결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고, 바로 이 때문에 통시적 책임을 덜어준다는 것이 코리의 답변인 셈이

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사죄가 어떻게 도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가 하

는 원래의 문제를 심리적 단절이 어떻게 도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뒷걸음치게 할뿐이다. 앞서 보았듯이 박도섭은 자신이 죄를 지

었던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변신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그를 자유롭

게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아이의 엄마의 편에서 그를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코리의 견해는 빚을 갚고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것에 대한 비유로 사죄

를 이해하려는 스윈번과 마찬가지로 사죄를 가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심

리적 상태가 범죄를 저지른 시점의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크게 달라야 한

다. 코리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박도섭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박도

섭은 이전의 자신과 심리적으로 단절되었고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박도섭이 주장

하는 대로 심리적 연결성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만으로 그의 

도덕적 책임이 경감되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코리의 주장이 잘못

이거나 적어도 중요한 요소를 결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사죄를 통한 과거 사건의 변화

필자는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리의 견해에 동의한다. 통시적 책임과 공시적 책임이 구별된다는 코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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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 역시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분석에는 피해자의 관점이 개

입될 여지가 없으며 가해자의 심리적 연결성이 단절되는 이유에 대한 분석

이 없다. 이 때문에 그의 분석은 애초에 제기되었던 사죄의 딜레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사죄는 

사죄를 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그 사람의 도덕적 책임을 어느 정도 덜어준

다. 이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필자 역시 코리와 같은 생각이다. 이것이 사

죄의 딜레마에 대처하는 필자의 방식이다. 문제는 사죄가 도덕적 책임을 벗

어나게 하는 근거, 또는 심리적 연결성의 부재가 도덕적 책임을 가볍게 하

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절에서 필자는 다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사죄가 도덕적 책임을 덜어

주는 힘을 갖는 이유는 사죄가 행위자가 과거에 저지른 사건의 의미를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 사건이 갖는 의미가 변화

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다고 

믿게 될 수 있다. 사건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일

어난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가해

자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에서 비롯된다.8) 

필자의 이런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점은 어떤 행위가 그 이전 시점의 

사건의 의미를 변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행위가 과거 사건의 의미를 변하게 하는 것과 과거 

사건 자체를 변하게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주

장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t2에 일

어난 사건이 그보다 이전 시점인 t1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주장이 철학에서 낯선 것은 아니다. 켈리(Thomas Kelly)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9) 한 사람이 t1에 쏜 총에 맞아서 어떤 사람의 생명이 

8) ‘피해자의 대리인’이란 표현이 추가된 이유는 피해자가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은 경우

에도 사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이다. 정확히 누가 피해자의 대리인이 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 박도섭의 사례에서 죽은 아이의 엄마는 피해

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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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근처에 있던 의사가 t2에 총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해서 생명을 구했다. 이 때 t1에 총을 발사한 사건은 의사의 치

료 행위로 말미암아 ‘살인 사건’으로 규정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의

사의 치료 행위는 총으로 사람을 쏜 과거의 사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켈리의 주장이다. 만약 그 당시 치료

를 받지 못하고 t2에 총상을 입은 사람이 죽었다면, t1에 총을 쏜 사건은 살

인 사건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벨맨(J. David Velleman)이 들고 있는 다음 사례를 생각해 보자.10) 매우 

불행한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 해 온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이 결혼을 끝내고 다른 사람과 재

혼을 하여 매우 행복하게 사는 시나리오이다. 다른 하나는 10년 동안의 불

행한 결혼 생활을 극복하여 결국, 첫 번째 이혼 시나리오의 경우와 같은 정

도로, 매우 행복하게 사는 시나리오이다. 어느 시나리오를 택하든지 이 사

람이 보낸 10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변하지 않고, 이후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도 동일하다고 하자. 즉 두 시나리오는 행복의 총량에서 동일하다. 하

지만, 그에 따르면, 우리는 후자를 선호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불행한 결혼 

생활로 보낸 10년이라는 시간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그저 버려진 시간

이지만 후자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

다. 이 사람이 보낸 10년의 결혼 생활이 갖는 의미는 후에 일어나는 일에 의

해서 달라진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이혼보다는 결혼 유지가 더 나은 선택

이라는 것이 벨맨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10년 

동안 가졌던 불행한 경험은 변할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선택이 그 이전에 자

신이 살았던 삶의 의미를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총을 쏜 사건이 살

인 사건이 되는 시점은 총격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이지 총알이 발사

된 시점이 아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의사의 도움으로 총격을 받는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 총을 쏜 사건이 총알이 발사된 시점 이후에 살인 사건으로 

9) Kelly (2004), pp.72-73.
10) Velleman (2000), pp.65-66.



논문320

발전하지 않은 것뿐이지, 총알이 발사된 바로 그 시점에 살인 사건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의사의 치료 행위는 총을 쏜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의

미 규정되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게 만들었을 

뿐이다. 불행한 결혼 생활의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

이 반론을 좀 더 도식적으로 설명해보자. t1에 발생한 사건을 E1이라고 

하자. 그리고 t2에 E1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되는 사건을 

E2라고 하자. 이제 우리는 E1 이후에 E2가 발생하는 ‘연쇄적 사건’을 갖게 

된 셈이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반론의 핵심은, 이 경우 사건 E1이 연쇄

적 사건, 즉 E1 이후에 E2가 발생하는 연쇄적 사건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E1이 E2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

국, 이 반론에 따르면, E1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을 뿐이지,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E1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

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반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건, 특히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분석이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반론이 부조리한 함축을 갖는다는 것에 주목하려 

한다. 이 반론에 따르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새롭게 내려

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의미를 내리는 행위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행위’와 ‘그 행위의 산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잘

못이다. 물론 행위와 구별되어 그 행위의 산물이 따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는, 그런 행위들의 집합도 있다. 예를 들어, ‘달리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

와 구별되는 행위의 산물인 ‘달리기’가 따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행위들의 집합도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여 1년 안에 빚을 갖는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자. 채무

자는 꾸준히 송금을 했고 마지막 한 번의 송금을 남겨두고 있다. 그가 마지

막 남은 한 번의 송금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반대로 송금을 한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약속 지키기’는 

마지막 송금 행위의 산물이다. 마지막 송금 행위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송금이 ‘약속 지키기’에 도달하는 과정의 하나가 되게 하는 의미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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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반론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새롭게 내려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의미를 내리는 행위가 있을 뿐이라면, 역

사에 대해서 후대가 내리는 평가는 그저 후대의 생각에 불과하고 과거 사건

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국도 남길 수 없다.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후

대가 쓰는 감상문에 불과하게 된다. 물론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미명 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르지 못한 ‘역사 

바로 잡기’의 사례일 뿐, 모든 ‘역사 바로 잡기’의 시도가 그렇다는 것을 보

여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역사 바로 잡기’의 올바른 사례와 그

릇된 사례를 구분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런 구분을 한다는 것은 과거 사

건에 대해서 이후에 새롭게 의미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이제 사죄의 딜레마로 돌아와 보자. 사죄라는 행위는 과거 사건에 대해

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과거 사건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사죄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

람이 갖고 있는 울분이 풀리는 심리적 효과 때문도 아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죄를 하면서 겪는 고통을 피해자가 보면서 즐기기 때문은 더욱 아

니다. 사죄를 통해서 과거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사죄가 없다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헛된 낭비가 될 뿐이기 때문

이다. 사죄가 과거에 있었던 피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피해가 

순전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그런 점에서 사죄는 과거지향적

인 행위이다. 사죄의 목적은 앞으로 유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사죄를 통해서 앞으로 유사한 잘못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

든다고 해도 이는 사죄에서 파생되는 유익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

래에 그와 유사한 잘못이 일어날 확률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사죄는 요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을 한 사람이 사죄를 통해서 도덕적 책임을 덜어낼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사죄가 없었다면 순전한 낭비가 될 뻔했던 과거의 잘못이 사

죄를 통해서 새롭게 규정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도덕적 책임도 

가벼워질 수 있다. 앞에서 등장했던 살인 사건의 사례에서, 만약 총을 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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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자신의 총격으로 사람이 쓰러진 이후 총을 던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서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당연히 우리는 그의 도덕적 책임이, 

총을 쏘고 도망가서 총격을 당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보다, 훨씬 

덜 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쏜 총에 맞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물론 경감되는 도덕적 책임의 정도에서 

이 둘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성격은 같다. 사죄를 통해서 가해

자가 도덕적 책임을 덜어내는 데에서 핵심적인 것은 가해자의 믿음의 변화

가 아니다. 사죄의 핵심은, 가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던 시점의 자아와 심리

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순전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의미 규정을 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건 성

격의 변화는 가해자의 선언이나 심리적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

해자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다.

6. 남겨진 물음들

우리는 영화 속의 두 인물, 박도섭과 레드에 주목하여 사죄가 가지고 있

는 양립할 수 없는 성격에 주목해 왔다. 과거 자아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현재 자아는 통시적 책임을 갖지만, 현재 자아는 이 통시적 책임을 사죄를 

통해서 덜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통시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기꺼이 택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서 사죄가 통시적 책임을 덜어낸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죄

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어야 하는데, 왜 가해자는 즐거이 사죄를 하

지 않는가? 그 이유는 즐거운 사죄는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진정한 사죄에 고통이 따를 수는 있어도 사죄를 하면서 즐거울 수

는 없다. 여기에 사죄의 또 다른 역설적인 면이 있다. 사죄를 하는 것이 도

덕적 책임을 덜어내지만, 도덕적 책임을 덜기 위해서 사죄를 시도하는 것은 

진정한 사죄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죄란 무엇인가? 사죄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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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죄가 그런 

능력을 갖는지에 대한 물음은 남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만을 제시할 뿐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변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사죄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죄가 만족해야 하

는 조건들은 무엇일까? 톰슨(Janna Thompson)은 진정한 사죄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다고 주장한다.11) 그녀에 따르면, 조상이 저질렀던 잘못, 예를 

들어 노예제도나 집단 학살 등에 대해서 후손들이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죄가 성립하려면 과거의 잘못이 없었던 상

태를 그런 잘못이 저질러졌던 현재의 상태보다 더 선호해야 하는데, 선조들

이 했던 그런 잘못이 없었더라면 자신들이 존재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톰슨의 문제 제기는 사죄에 대한 또 다른 물음들로 이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사죄할 수 있을까? 조상이 과거에 저

지른 잘못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진

정으로 사죄할 수는 없을까? 이런 물음은 사죄의 조건에 대한 앞으로의 연

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사죄의 딜레마를 제시하고 나서 사죄라는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사죄에 대한 올바른 이론이라면 도덕적 선택

에서 일어난 잘못뿐 아니라 합리적 선택 상황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선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잘못과 합리적 잘못을 한 지평에서 다룰 수 있는 

이론이 사죄에 대한 올바른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다루어본 사죄

의 딜레마는 이러한 확장된 이론으로 가기 위한 한 시도이다.

11) Thomp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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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ology and Diachronic Responsibility

Kim, Hanseung

Is a wrongdoer’s apology capable of diminishing his or her 

responsibility for past wrongs? By examining concrete examples we 

shall realize that this question, which poses a dilemma, is hard to affirm 

or deny. If an apology cannot diminish one’s responsibility, it seems 

that we have no solid grounds for demanding an apology from the 

wrongdoer. If an apology can diminish one’s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source of such power that an act of 

apology can have. After investigating Swinburne’s and Khoury’s 

analyses on apology and diachronic responsibility and concluding that 

these analyses cannot cope with the dilemma properly, I shall propose 

a different solution to the dilemma. 

Keywords: apology, diachronic responsibility, synchronic 

responsibility, forgiveness, Swinburne, Khoury, 

personal ident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