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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질서를 침해하 는가에 한 법성 고려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 을 반 한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의 질서안정과 개인의 권리보장을 법의 주목 으로 하는 반면 미국의,

법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집 한다 법의 기능과 목 은 역사 문화와 결합.

되어 법문화가 되고 국민은 각 문화에서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의 기능을 암묵 으로 학,

습하 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이 문화에 따라 다른 법기능을 심으로 피.

고인의 유무죄를 단할 것이라 측하 다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 를 주장하는 사건.

을 단할 때 법의 기능에 따른 법문화의 향을 확인하고자 한국인 명 일본인 명 미202 , 64 ,

국인 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미국인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정당방190 . ,

를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인정하 고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

동양의 한국과 일본 서양의 미국 간에 서로 다른 법문화가 존재하며 법문화에 따라 일반인, ,

의 정당방 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든 나라에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함

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 배경을 가지.

고 발 해온 각 나라에서 법은 두 가지 기능

한 가지를 더 우선시할 수 있으며 때때로,

법정에서는 법의 두 기능에 동일한 가치를 부

여할 수 없는 사건들이 존재한다 를 들어. ,

피해자를 살해한 행 가 자신을 보호하기

한 정당방 음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고려한다면 자신을 방어하기

한 행 이므로 무죄가 될 것이고 사회의,

안정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 으므로 유죄가 될 것이다 법의 두 기능.

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 혹은 배심원은 가

치를 더 부여할 기능을 선택해야 한다 법문.

화는 사 혹은 배심원의 법 단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문화는 각 나라에서.

시하는 법의 기능이 역사 문화와 결합되

어 만들어지며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에 한,

상식이나 신념에 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법문화는 법 으로 지향되는 사회 인 행동

과 태도의 안정 인 형태로 설명하며 법의,

역할과 기능이 사회 국가에 따라 다른

을 이해하기 해 발 해왔다(Nelken, 2004).

따라서 각 나라에서 법이 발 한 역사와 각국

의 형법 조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법문화와

각 나라에서 우선시하는 법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법제도는 왕이.  Rex Lex(

법이다 로 특징되는 로마법을 계승한 륙의) 

시민법 을 근간으로 한다(civil law) (Rutherford,

시민법이 유입되기 이 에는 효와 충을2000).

시하는 유교사상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따.

라서 유교 통과 시민법 통에서는 덕망있는

지도자에 의해 계 과 사회가 평온하게 안정

되고 체 사회의 질서를 완벽하게 측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Chu,

유교 법개념Diamond, Nathan, & Chin, 2008).

은 한국의 형법에도 남아있다 를 들어 직. ,

계 가족을 살해한 경우 자식이 부모를 살해,

하면 존속살해 한민국 형법 제 조 로 일 ( 250 ) 

반 살인보다 가 처벌되지만 부모가 갓난 자

식을 살해하면 아살해 한민국 형법 제 ( 251

조로 일반 살인보다 감경 처벌된다 일본의) .

형사소송법 조 항에서는 형사사건에 한1 1  

형사소송법의 목 은 사회복지를 유지하고 개

인의 기본 인 인권을 보장하면서 사건의 진

상을 밝히고 형법과 조례를 신속하고 하,

게 인지 용하기 함(

. 、 、

、 、

。이라고 형사법의 목 을 명시한다) .

한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입법목 이 명

시되어있지 않지만 입법 배경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의 근간은 일제강.

기 때 개정된 의용형사소송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후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일본 형,

사법학의 향을 받았으므로최종고 김( , 1980;

혜경 한국의 형사소송법이 일본의 형, 2014),

사소송법 입법목 과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

이라 추론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과 일본. ,

의 법문화에서는 기존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

지 집단의 존속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큼,

요한 가치로 인식된다.

미국은 국과 더불어 표 인 보통법



국가이다 보통법 제도는 왕의(common law) .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한

명의 결과인 헌장(Magna 과 권리장Carta)

에서 비롯된 만큼 보통법(English Bill of Right)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요

한 이념이다 미국의 형사소송법 목 도 보통.

법 역사에서 시하는 사상과 일치한다 수정.

헌법 제 조 는 미국 권리 장5 (5th Amendment)

의 일부로 연방정부를 규율하며 형사사건에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포함한다 그.

한 가지는 법 차 없이 생명 자유 는 재, ,

산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No person shall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는 내용이다 각 주에서 시민의process of law) .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 조 제 에서14 1

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ection 1,

14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어떤 주도 법 차 없이 개인의Constitution).

생명 자유 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 (No

State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는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것이다 미국 헌법의 법 차 조항을 살펴보.

면 국가와 주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일본,

과 한국에서 강조하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

지는 언 되지 않는다 미국의 수정 헌법.

문에도 사회의 질서나 국가의 공익을 한 원

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공익을.

해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취해

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5th Amendment)

함되어 있을 뿐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형사. ,

법이 추구하는 궁극 목 이 사회질서의 유

지와 개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보장하는 것/

이라면 미국의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포함하는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목 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범죄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법성

이 부인되는 상황이 있다 법성 조각사유라.

불리는 이 상황에는 정당행 정당방 긴, ,

피난 자구행 피해자의 승낙 등이 포함된다, ,

형법 제 조 제 조 그 정당방 는 잘 알( 20 - 24 ).

려진 표 인 법성 조각사유다 상해나 살.

인 등 보편 으로는 법에 해당되는 행 가

있었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정당방 용은

법행 를 처벌한다는 형법의 목 에 반한다

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방 를.

인정하는 이유 역시 법의 목 하나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

민국 헌법 제 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10

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다 정당방.

법은 본인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해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한 불법 인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

이다.

각 나라에서 시하는 법의 기능과 법문화

는 법성 조각을 하는 배심원의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형법 조에서는. 36

박부정 한 침해로부터 자기 는 타인( )

의 권리를 방 하기 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행 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당방 를 정의하

다법무부 한국과 미국의 정당방 도( , 2007).

사용한 언어만 다를 뿐 그 의미는 동일하다, .

자기 는 타인의 법익에 한 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 하기 한 행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조( 21

제 항 타인의 불법 이고 즉각 인 폭력의1 ).



명백한 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해

합리 인 수 에서 필수 인 힘을 사용할 권

리가 있다 여러 나라에(Brody & Acker, 2014).

서 정당방 는 박한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

가 있을 때 이를 방 하는데 사용된 살인이, (

나 상해 등과 같은 불법 행 가 합리 이라)

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여기서 벌하.

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상을 참작한다는

의미가 아닌 행 를 법하지 않고 정당하며,

자신 혹은 타인을 방어할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aron, 2005; Malone, 2009).

정당방 법을 다시 살펴보면 정당방 인,

정을 한 요건들은 모두 피고인 행 의 상황

인 사유를 묻는다 정당방 에서는 피고인.

에게 범죄의도가 있었는가를 묻지 않는다 당.

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방 된 법익이 정당한

것인가 외 침해가 실제로 부당하 는가 부, ,

당한 침해가 객 으로 하고 긴박한가,

보편 인 에서 보았을 때 침해를 벗어나

거나 막기 한 방 의 수단과 정도가 객

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방 정도의 상당(

성 를 단한다 이용식 손해목) ( , 1995; , 1996;

Greenwald, Tomkins, Kenning, & Zavodny, 1990;

Grumer, 2004).

정당방 인정을 해서는 상황 인 요소만

을 고려함에도 한국에서 정당방 가 인정되는

례는 매우 드물다 정당방 인정이 되지.

않은 가장 많은 이유는 상당성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당방 법은 여러 방 수.

단 가운데 가장 경미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장

경미한 방법을 사용하여 방 할 것을 요구한

다최석윤 를 들어 한국에서 이혼소( , 2002). ,

송 인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가 로 폭행하

고 변태 인 성행 를 강요하자 아내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 하 는데 법원은

방 행 가 그 정도를 과한다는 이유로 정

당방 를 기각하 다 법원 선고( 2001.5.15.

도 한국과 같은 시민법 통이 있는2001 1089).

독일의 경우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해 우,

산으로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찔러 사망 한

사건에서 독일연방법원은 상당성을 과하

다는 이유로 정당방 를 인정하지 않았다

(BGH NJW 1969, 802).

상당성의 인정에도 시민법과 보통법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주 형법 하나인.

캐슬 독트린 은 자신의 집에 침(Castle doctrine)

입한 제삼자에게 물리 행사를 허용한다 캐.

슬 독트린의 용은 정당방 와 마찬가지로

매우 엄격하지만 정당방 보다 상당성의 범

가 넓다 년도 콜로라도 주에서 집에 들. 1970

어온 강도가 집밖으로 도망 나가자 세10 69

노인이 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 정부는 노인을 살인 의로 기소

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집에 들어온 도범이.

도망가려하자 이를 지하며 폭행하는 가운데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정당방 성립요건 긴(

박성 부재가 이미 쓰러졌는데도 연달아 때린)

행 상당성 과는 정당방 나 과잉방 로( )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의 유죄 결을 확정하

다 법원 선고 도 미국( 2016.5.12. 2016 2794).

의 모든 주에서 캐슬 독트린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상당성을 인정하는 범,

가 한국에 비해 넓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민국의 배심원은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

거들을 기반으로 사실 계를 단하고 피고,

인의 유죄 혹은 무죄를 평결하며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죄에 상응하는 양형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의 재 원제도에서는 일반인재. (

원 인과 사 명이 함께 피고인의 유죄) 6 3

무죄와 양형을 결정한다 미국의 배심원은 양.

형 차에 참여하지 않을 뿐 한국의 배심원,

과 동일한 법 단을 한다.

단결정이론은 배심원이 여러 증거와 사

의 설시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호를 토,

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단하기까지 일어

나는 인지과정을 설명한다 표 인 이론은.

이야기모형(Story model; Pennington & Hastie,

으로 배심원들은 사건 발생1991, 1992, 1993)

순서 로 사건을 이야기 로 구성하면서(story)

재 차에서 제시된 증거들의 가치를 결정한

다 이야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배심원은 사.

지식과 신념을 기반으로 증거를 추론하고,

시공간 상 떨어져 있는 증거 간의 비어있는·

틈을 채워 넣어 하나의 이야기를 원활하게 만

든다 사회인지모형(Devine, 2012). (Social Cognitive

에서는 배심원이 삶의 경험을 통해 많Models)

은 법 개념을 직 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 게 습득한 상식 인 법이 실제 법과 일치

한다는 상식 인 공정성 (Commonsense Justice:

과Finkel, 2000, 2001; Finkel & Groscup, 1997) 

사건 피고인과 련된 고정 념은 법을 뛰

어넘어 배심원의 단에 향을 미친다는 포 

인 편견(Generic Prejudice: Vidmar, 1997,

이라는 두 이론 틀로 배심원의2002, 2003) 

단을 이해한다 다시 말해 배심원은 특정. ,

범주의 사람과 사건과 련하여 편견이나 신

념을 가지고 개인의 경험 사 지식으로

재 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단하게 된다

(Devine, 2012).

단결정이론은 배심원의 신념과 지식 경,

험 등이 피고인의 유무죄 단에 향을 미친

다고 설명한다 법의 기능이 법문화가 되어.

배심원의 신념 지식 경험 등에 녹아있다면, , ,

동아시아의 배심원은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

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배심원은 법.

의 최우선 기능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

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성유리 김종한. , ,

박 배 의 연구에서는 한국인Meyersburg, (2013)

과 미국인이 정당방 사건을 단할 때 법문

화 혹은 사회심리학에서 리 알려진 문화간

귀인양식에 향을 받는지 알아보았다 동양.

인에 비해 서양인은 타인의 행 에 해 명백

한 상황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내 요인에

귀인하여 행 의 이유를 단하는 근본귀인오

류 를 범(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Ross, 1977)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

Nisbett, 1998; Hung, Chiu, & Kung, 1997; Ji,

Peng, & Nisbett, 2000; Masuda & Kitayama,

2004; Markus & Kitayama, 1991a, b; Morris,

1993; Morris, Nisbett, & Peng, 1995; Morris &

귀인양식에 따르Peng, 1994; Zebrowitz, 1990).

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정당방 인정을

덜 했어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당방,

상황이 없었음에도 가 넘는 미국인이90%

피고인의 정당방 주장을 받아들 다 반면. ,

한국인은 피고인의 정당방 주장이 타당할

정도로 상당한 상황 요인이 있었음에도 약

가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용된다고 단50%

했다 미국인의 정당방 인정률이 높은 이유.

는 법 단시에는 귀인양식의 차이보다 국

가간 법문화의 차이가 더 강력한 향을 미치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성유리 외( , 2013).

보통법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당한 방 가 성립하기 한 상황 요건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법의 일차 기능이 개



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

여 정당방 를 상 으로 쉽게 인정했을 가

능성이 높다성유리 그러나 한국인과( , 2013).

미국인을 상으로 실험한 하나의 결과를 가

지고 법문화 체를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법에 근간을.

둔 다른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인을 상으로

정당방 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유죄 혹은 무

죄를 평결할 것이다 성유리 외 에서 시. (2013)

사된 것처럼 일본인의 정당방 단이 동일,

한 시민법 법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의 단

과는 차이가 없고 보통법 법문화를 지닌 미,

국인의 단과는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세 나라의 정당방 인정비율을 통해 각 나라

의 법 기능이 일반인들의 상식 인 법 신념과

상응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방 법

한국 일본 미국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

체 명의 실험참가자 남성은 명 여성456 208 ,

은 명이었고 명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243 , 5 .

한국 참가자는 충북 학교에서 심리학 련

교양 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연구

윤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내 참가자(IRB)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되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 세범 고 남22.11 ( 19~32) ,

자 명 여자 명으로 총 명이 실험에103 , 99 202

참여하 다 미국 참가자는 명남자 명. 190 ( 73 ,

여자 명 성별 무응답 명이었고 평균연112 , 5 ) ,

령은 세범 으며 미국에 치20.42 ( 16~43) ,

한 에서 심리학 련Coastal Carolina University

교양 공과목을 수강하 다 미국 참가자.

원은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 다 일본 참.

가자는 명남자 명 여자 명으로 평균64 ( 32 , 32 ) ,

연령 세범 고 일본의21 ( 18~58) , Ritsumeikan

에서 심리학 련 과목을 수강하 다University .

본 연구는 배심원을 수행하게 될 일반인의 법

단을 확인하려는 목 을 가지므로 법학,

경찰학 등 법 련 공생은 연구 모집단계에

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총 세 가지이다 국:

가 사건종류 재성 유무 국가는 동서양의, , .

법문화 특성이 정당방 인정에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한 것으로 한국 미국 일, ,

본 삼 개국에서 참가자를 모집하 다 사건종.

류는 살인사건과 상해사건으로 범죄의 강도,

에 따라 정당방 인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해 조작하 다 마지막으로 재성 유.

무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정당방 성립 요

소에 해당하는 재성 요소를 조작하 다성유(

리 박 배 성유리 외 재성은, , 2012; , 2013).

정당방 가 성립되는 상황 요소 하나로,

피고인의 방 행 가 피해자로부터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순간에 행해졌는지를 단한다.

상황이 긴박하 는가 피고인이 선택한 방,

행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등과 같이

법 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른 상황 요소에

비해 재성은 존재여부를 단하는 기 이

명확하므로 정당방 성립이 되는 상황과 그

지 않은 상황을 조작하기에 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로부터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었는지 여부로 재성이 존재하는 조건유( )



과 부재하는 조건무으로 조작하 다( ) .

성유리 외 가 사용하 던 사건 시나리(2013)

오 문 시나리오를 일본어로 번역한 후

일본어 시나리오를 다시 한국어로 번안하는

차를 걸쳐 내용이 동일한 한국어 일본어, ,

어 시나리오를 제작하 다 시나리오에 사.

용된 살인사건과 상해사건은 모두 실제 한

민국에서 피고인이 정당방 혹은 과잉방 를

주장했던 사건을 재구성 하 다청주지방법원(

고합 도 살인2009 145; 1986.10.14, 86 1091).

사건의 경우 정당방 재성이 있는 조건에,

서는 피고인이 오래된 여자친구와 그녀의 내

연남과 우연히 면한 상황에서 내연남이 다

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여자

를 살해하려 하자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의자

를 들어 일회 가격하 고 그 자리에서 피해,

자가 즉사하 다 재성 부재 조건에서는 피.

해자가 분노하여 여자와 피고인을 구타한 후

에 방을 나서자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따라

나가 일회 가격하여 살해하 다 재성이 존.

재하는 상해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트럭을 몰고 운 하는 피해자를 멈추기 해

피해자를 삼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재성이 부재하는 조건에서는 피해자가 트럭

운 을 멈춘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삼회 가

격하 다.

실험은 한국 미국 일본의 각 학의 실험, ,

실 연구실 혹은 강의실에서 오 라인으로 진, ,

행되었다 참가자는 연구의 목 을 먼 읽은.

후 네 종류의 시나리오 하나를 무작 로,

읽었다 그 후 종속변인이 되는 피고인의 유. ,

죄 혹은 무죄 여부를 단하 으며 설문에 응

답하는 동안 재 시나리오를 다시 읽을 수

있었다. 실험에는 약 분의 시간이 소요되었15

으며 실험 반에 걸쳐 연구자의 피드백을 제

한하 다.

분석에 앞서 정당방 인정에 개인 특성성(

별 연령의 향을 확인하기 해 국가를 통, )

제한 뒤 네 개의 실험 조건살인 재성 유, ( + ,

살인 재성 무 상해 재성 유 상해 재+ , + , +

성 무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정당방 인)

정에 차이가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살인 재성 무 조건에서는 성.

별에 따라 정당방 인정률에 차이가 있었고

(Wald =-.215, p 상해 재성 유=.016),

조건에서는 연령에 따라 정당방 인정률에

차이가 있었다(Wald =.271, p 살인사=.002).

건이며 재성에 성립되는 재성 유 조건과

상해사건이며 재성이 성립되지 않는 재성

무 조건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당방 인정 차이가 일정한 방향성이 없으

므로 인구통계학 특성을 통제한 뒤 Mplus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결 과

각 실험조건에서 피고인의 정당방 주장을

인정한 참가자의 비율이 표 에 제시되었다1 .

표 의 비율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1

국인의 단이다 모든 조건에서 미국인의 정.



당방 인정비율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당방

인정비율에 비해 하게 높았다 다.

른 특징은 한국인은 살인사건에서 재성 존

재 유무에 따라 정당방 인정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미국인과 일본인의 정당,

방 인정비율은 재성이 존재하는 조건과

부재하는 조건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미국( :

일본93.8% v. 82%, : 50% v. 47.1%).

정당방 단에 한 사건종류 재성 국, ,

가의 효과를 산출하기 해 다로지스틱분석

을 하 다 재성 변인(Multiple logistic analysis) .

은 재성이 존재하는 경우 으로 부재하는0

경우는 으로 코딩하 다 국가 독립변인은1 .

세 범주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국 일( ,

본 미국 회귀분석을 해 개의 직교, ), 2

비변인 으로 코딩하 다 비(contrast variable) .

변인 은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는1(dummy 1)

변인으로 미국을 로 한국과 일본을 각각-2 1

로 코딩하 다 비변인 는 동양. 2(dummy 2)

의 두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변인으로 미국을 한국을 일본을 로 코0, -1, 1

딩하 다 반응변인 인 정당방. (response variable)

단은 정당방 를 인정한 경우 인정하0,

지 않은 경우 로 코딩하 다1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표 정당방( 2),

단에 한 국가서양 동양의 주효과( v. ) (Wald

=2.90, p= 와 재성유 무 의 주효과.004) ( v. )

(Wald =3.56, p 가 유의미하 다 동양<.001) .

인이 서양인보다 피고인의 정당방 주장을

받아들일 오즈비 가 두 배 낮았고(odds ratio) [OR

2.05, 95% CI 1.26-3.32, p= 정방방.004], 성

립요건인 재성이 존재할 때 부재할 때보다,

국가 사건종류 재성 N 정당방 인정 (%)

미국 살인 유 48 93.8

무 50 82.0

상해 유 50 94.0

무 42 64.3

한국 살인 유 51 54.9

무 51 27.5

상해 유 50 66.0

무 50 42.0

일본 살인 유 16 50.0

무 17 47.1

상해 유 16 56.3

무 15 20.0



일반인이 정당방 를 인정할 오즈비가 네 배

높았다[OR 4.02, 95% CI 1.87-8.64, p 사<.001].

건종류 따른 정당방 를 인정하는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고(Wald =0.07, p 한국인=.941),

과 일본인의 정당방 인정에도 차이가 없었

다(Wald =1.47, p 동서양과 재성 존=.141).

재 여부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고(Wald 

=-0.95, p 동양국가 간과 재성 여부에=.340),

한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Wald 

=-0.42, p=.676).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이 정당방 를 주장하

는 사건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일반인들,

의 단을 비교하여 배심원의 정당방 단

에 법문화가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일.

반인은 정당방 성립요건이 충분한 조건에서

그 지 않은 조건에 비해 정당방 를 더 높은

비율로 인정하 고 미국인이 한국인과 일본,

인에 비해 정당방 를 더 높은 비율로 인정하

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반 인 정.

당방 인정 사건종류에 따른 차이 재성, ,

여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인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정당방

인정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는 성유리 외

에서 보통법을 근간으로 하는 법 통을(2013)

지닌 미국인이 시민법 근간의 법 통을 지닌

한국인에 비해 정당방 를 월등히 인정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모든 조건에서 미국인.

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정당방 를 월등

히 많이 인정했고 정당방 의 재성이 존재,

하여 정당방 인정이 합리 인 상황에서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반가량만이 정당방 를

인정한 반면 부분의 미국인은 정당방 를,

인정했다 군주의 권력을 제한한 헌장.

과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천명한 권리장

에서 비롯된 보통법은 미국의(Bill of Right)

법제도의 근간이다 따라서 미국에 사는 사람.

효과 B SE Wald  p Odds ratio 95% CI for OR

사건종류 0.03 0.39 0.07 .941 1.03 0.48-2.21

재성 1.39 0.39 3.56 .000 4.02 1.87-8.64

Dummy 1 0.72 0.25 2.90 .004 2.05 1.26-3.32

Dummy 2 0.41 0.28 1.47 .141 1.50 0.87-2.59

사건종류 재성× -0.39 0.48 -0.80 .426 0.68 0.26-1.76

사건종류×Dummy 1 0.21 0.19 1.11 .266 1.24 0.85-1.80

사건종류×Dummy 2 -0.50 0.33 -1.54 .122 0.61 0.32-1.15

재성×Dummy 1 -0.26 0.27 -0.95 .340 0.78 0.46-1.31

재성×Dummy 2 -0.13 0.32 -0.42 .676 0.87 0.47-1.64

주 모형 우도비 카이자승. (likelihood ratio  )=123.59, p<.001



들은 법의 최우선 기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는 것으로 단하여 정당방 성립

요건 하나인 재성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정당방 주장을 월등히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는 시민.

법을 근간으로 하며 계질서를 유지하고 사,

회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우선하는 유교사상이

혼재되어있으므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정당방

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양상은 사회질서 유

지를 개인의 권리만큼 시하는 시민법의 목

과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평가하는 차이를 통해서도

한국 일본의 일반인이 단한 정당방 인정,

비율이 미국의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은 상

을 설명할 수 있다 를 들어 자기 는 타. ,

인의 법익을 향한 난을 피하기 해 련

없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긴 피

난형법 제 조을 단할 때 시민법은 생명( 22 ) ,

을 수량화하고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이상돈 홍승희 시민법 통을 표( , , 2010).

으로 따르는 독일의 형법 제 조에서도 많34

은 사람들의 생명일지라도 단 한 사람의 생명

보다 더 많은 비 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

시한다인간생명에 한 계산 지원칙 보통( ).

법에서도 생명을 계산하는 것을 회의 으로

보는 것이 지배 이지만 체 으로 인간생명

의 계산을 단언 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다

법학자들의 주장은 긴 피난에(Katz, 1987).

국한되어 논의되었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바,

라보는 시민법과 보통법 간에 차이가 정당방

상황에도 용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시.

민법 통의 한국인과 일본인은 모두의 생명

은 존엄하며 각 개인의 생명 존엄성을 계산할

수 없는 가치로 여겨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정당방 를 엄격하게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건종류와 재

성 유무에 따른 동서양 의 정당방(Dummy1)

인정비율 차이와 한국인과 일본인 간(Dummy2)

에 정당방 인정비율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에 제시된 수치를 보았1

을 때 정당방 인정비율 차이에 해석의 여지

가 있다 미국인과 일본인의 경우 사건이. ,

한 살인사건에서 재성의 존재유무와 상 없

이 비슷한 정당방 인정비율을 보인 반면미(

국인 일본인 가벼: 93.8 v. 82.0, : 50.0 v. 47.1),

운 상해를 입힌 상해사건에서는 재성이 부

재할 때 에 띄게 낮은 정당방 인정비율을

보 다미국인 일본인( : 94.0 v. 64.3, : 56.3 v.

한국인은 살인사건과 상해사건 모두에20.0).

서 재성이 부재할 때 정당방 인정비율이

더 낮았는데 살인사건에서 재성 유무에 따,

른 정당방 인정비율의 차이가 더 컸다(54.9

성유리 외 에서는 사건의 경 한v. 27.5). (2013)

정도에 따라 한국인과 미국인이 정당방 를

인정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사회질

서를 지키는 것이 법의 주된 기능이라고 믿는

한국인은 한 사건의 피고인을 잠재 으로

사회질서에 이 된다고 단하여 정당방

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정당방

주장에 더 배타 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 추론

하 다 반면에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법의 주된 기능이라고 믿는 미국인은 한 범

죄 의일수록 잘못된 유죄 결은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단하

여 재성이 부재하는 경우에도 정당방 를

더 쉽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 다성유리 외( ,

선행연구의 해석을 용하면 일본인은2013).

재성이 존재하는 살인사건에서 동일한 조건



에 응답한 한국인과 비슷한 정당방 인정비

율을 보 으므로 일본인은 살인과 같은 한,

사건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해 피고인의

정당방 주장을 엄격하게 인정한 것으로 여

겨진다 동시에 일본인은 미국인처럼 재성.

이 부재하는 살인사건에서도 재성이 존재하

는 사건과 비슷한 수 의 정당방 인정비율

을 보 는데 이 결과는 일본인이 그릇된 유,

죄 결로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일본. ,

인은 법의 주된 기능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

하기 함을 추구하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도 사회질서유지만큼 요

한 기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일본인 참가자의 수가 으므로

일본인은 두 가지 법의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들의 정당방 인정률이

낮았던 결과와는 달리 정당방 의 제한 인,

용에 하여 국민들의 부정 인식이 있다.

집주인이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제압하

고 결국 도둑은 뇌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주인의 폭행에 도망가려는 도범을

집주인인 피고인이 잡아 다시 폭행한 등이

재산을 보호하기 한 방 의 수 을 넘을 뿐

아니라 과잉방 의 수 도 넘으므로 정당방

성립요건 상당성에 어 난다는 이유로 정

당방 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2016.5.12.

선고 도 여기에서 방 의 수 이란2016 2794).

법 으로 인정 가능한 한도를 의미하며 방,

의 수 을 넘어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한도를 과하는 과한 방 혹은 폭행이었음

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재까지도 해당 사건.

과 정당방 인정 범 에 한 갑론을박을 이

어가고 있으며 국내의 정당방 인정이 편,

하고 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한국인 참가자

의 정당방 인정비율이 미국인에 비해

히 낮은 결과는 법 단 시 여론의 향이

나 개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개인의

가치 보다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는 법문화 사고가 강하게 작

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정의 배심원은.

법지식이 없으므로 사의 법 설시법규 법( ,

원칙 단규칙 등에 한 설명 가 제시되는, )

데 배심원은 사회 으로 학습했던 자료와 문,

화 으로 내제된 성향 등을 사용하여 사의

법 설시를 해석하고 단한다(Smith, 1991b;

Wilson, Centerbar, & Brekke, 2002; Robinson &

성유리 에서는 동일한 정당Darley, 1996). (2012)

방 사건을 읽은 후 한 집단에는 사의 법,

설시 제공하고 다른 한 집단에는 법 설

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법 설시를 읽은,

집단에서 정당방 를 덜 인정하 다 사의.

설시가 실험 참가자에게 법문화 사고를 유

발하여 설시가 없는 집단에 비해 정당방 를

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 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 으로 사의 설시가 제.

공되면 배심원의 유죄인정률이 어드는 연구

들과 반 되는 결과이다성유리 박 배( , , 2015;

Goldberg, 1981; Elwork, Sales, & Alfini, 1977;

Smith, 1991a; Kassin, & Wrightsman, 1979;

ForsterLee & Horowitz, 2003; Simon, 2004).

성유리 외 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본(2013) ,

연구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법문화를 가진 일

본과 동일한 연구를 실행하여 한국 일본 미, ,

국의 일반인이 피고인의 정당방 주장을 인

정하는 비율의 차이가 법문화의 향임을 구

체화하 다 그러나 법문화는 한 가지 차원으.

로 정의하기에 복잡한 개념이다 일련의 연구.



를 통해 법의 역사 기원과 법의 기능을 근

간으로 일반인의 법 단을 실험함으로써 법

문화의 향력을 간 으로 측정하 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법문화를 보다 직 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를 들어. ,

법의 기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법을 평가,

하는 배심원의 태도 법 딜 마 상황에서,

사회 질서유지와 개인의 권리 무엇을 우

선시하는 지 등을 측정하여 각 문화의 배심원

이 지닌 법 신념을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각 문화에 사는 사람들

의 지닌 법문화가 동일할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 인 특성에 따라 공유하는.

법문화의 정도와 인식하는 법의 기능이 다를

수 있다 최근 동양과 서양의 문화차이로 설. ,

명되던 이론들이 사회계층에 따라서도 나타난

다는 연구들이 있다 를 들어 서양인은 타. ,

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행동의 원인이 외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행 자의 내 요인에

귀인하는 근본귀인오류를 동양인에 비해 더

많이 범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졌으나(Gilbert

미국의& Jones, 1986; Snyder & Jones, 1974),

노동자 계 에 속한 사람은 근본귀인오류를

덜 범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raus, Piff, &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Keltner, 2009).

제안한 법 신념 척도 개발과 동시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수 의 법문화를 공유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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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fense reflects the function of law in situation where the elements of a crime are satisfied, but the

legality is denied. While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South Korea and Japan aims at securing social

order and guaranteeing individual rights, Amendments in the United State focus on ensuring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 The couple of functions and purposes of the law would be differently influenced as

the legal culture to the lay people's judgment of self-defense. 202 Korean, 64 Japanese and 190

Americ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accepting self-defense by the

American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Koreans and Japanese,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t was suggested that legal culture exerts influence on the judgment of the

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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