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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문명에 있어 중요한가 

 

최근 미 연방 대법관 브렛 캐버노가 성폭력 의혹과 각종 추문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도대체 왜 우리 

미국인들이 피의자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대중을 설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

해 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케버노 대법관의 사례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두 가지이

다. 첫 번째로, 어떠한 고소인이라도 단순한 고소 그 이상의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고소인이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는 합법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혐의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따르고 있다. 만약 6살짜리 아이가, 당신의 7

살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때렸다고 고발한다면, 그 고발 사실만 가지고 당신

의 7살 난 아이를 처벌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부모라 할 수 있

다) 당신이 학교 선생님이고, 학생 존이 친구인 스미스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고 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스미스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

지 않았다고 변론하기도 전에 그녀가 부정행위자라고 낙인 찍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교직에서 해고되어도 할 말이 없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작당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하자. 당신은 오로지 그 

편지만을 가지고 당신의 배우자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신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것인

가?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당신의 배우자가 아님에 감사할 것이고, 당신의 

배우자가 누구이든 그 사람을 동정하겠다.) 

 

아이들이 종종 이유 없이 또래를 때린다든가, 학생들은 종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

른다든가, 배우자는 종종 거짓말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실들은 당신의 섣부



른 판단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상대에게 변론의 여지도 주지도 않고 그를 충분한 증거

나 판단도 없이 범죄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 인류가 누군가

를 충분한 증거나 실효성 없이,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치부해왔다면, 나는 문명이 성립조

차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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