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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대법원판결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

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천명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된 글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최근의 판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대법원판례의 흐름을 고찰하

고, 이어서 한국형법 제14조의 입법경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형법 제14조는 

계수사적 맥락에서 볼 때 ‘과실범도 벌할 뜻이 해석상 명백한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된 독일형법 제15조와 동일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한

다는 명문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행정형법을 과실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논증한 

다음, 한국형법 제14조의 문언(文言)에 충실한 방향으로 판례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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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과실범을 처벌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대법원판결은 

이와 같은 입법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명문규정이 없

더라도]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천명하였다.1)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자의 명시적인 준칙제시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이

를 우회해 갈 수 있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

여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 대법원의 태도는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

규’의 경우에는 ‘과실’이라는 범죄성립요건이 명시되지 아니하여도 과실범을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형법범과 행정범, 자연범과 법정범이라는 종래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여 형법 제14조

를 피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한 그러한 해석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문

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2009도9807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행정형법과 과

실범 처벌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법원공보 2010, 601.
2) 2009도9807 판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행정상 단속을 위한 형벌법규를 가리켜서 강학상 행정형법(Verwaltungsstrafrecht)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독일 형법학의 경우에는 형법전 외에 규정된 형벌

법규라는 의미로 부수형법(Nebenstrafrecht)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부수형법이 

주로 행정상의 단속을 목적으로 제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래에서는 행정형법과 부수

형법의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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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9도9807 대법원판결의 분석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A는 술을 마시고 P찜질방 정문으로 들어와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갑에게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발한복을 대여받은 후 다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고 후문으

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갑 몰래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

가 사망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사항의 하나로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3)

검사는 P찜질방의 종업원 갑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로, 업주 을을 같은 법률

의 양벌규정에 기하여 기소하였다. 제1심을 거친 후, 갑과 을의 피고사건은 항소심

에 계속되었다. 항소심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의 해당 벌칙조항이 과실범도 처벌대

상으로 삼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실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다. 

항소심법원은 A가 P찜질방에 처음 들어갈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찜질방 정문 및 후문에 대

한 출입 통제 및 관리 등을 소홀히 한 갑과 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A의 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갑과 을

은 항소심판결에 불복 상고하였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⑦ ……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 관련)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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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

대법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고이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찜질방의 앞문을 들어올 때와 후문으로 

나가서 술을 더 마시고 몰래 들어올 때의 제반 정황을 검토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의 판단만으로도 원심판결

은 파기 환송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법원조직법 제8조에 의하여 대법원의 판단

은 환송 후 하급심을 기속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판례에서 문제된 공중위생관리법의 벌칙규정이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인가 아니면 과실범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정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1986. 7. 22. 선고 85도108 대법원판

결을 선례로 제시하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본 판례에서 문제된 공중위생관리법의 해당 처벌규정을 보면 ‘과실’이나 ‘과실

로 인하여’라는 표지가 일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처벌법규

가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

나 대법원은 뜻밖에도 이 점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대법원은 주어진 사실관계의 특성을 토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 갑이 피해자를 처음 이 사건 찜질방에 들여보낼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

여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찜질방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다시 후문으로 

들어온 사실을 위 피고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분석방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보기에 따라

서는 문제된 공중위생관리법의 처벌규정이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할 뜻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대법원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이를 토대로 고의

의 인정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새길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로 지칭되는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과 함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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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읽어보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할 뜻이 명백한 경

우’에 해당할지 아닐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고의의 존부와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함께 따져본 것”이라고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 만일 후자의 관점을 취한다면 

앞으로 ‘과실’이라는 범죄성립요건이 명시되지 아니한 행정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해서는, 본 판례의 대법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고의의 존

부를 항상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III. 행정형법의 과실범 처벌에 관한 판례의 흐름

1. 판례의 흐름

위의 2009도9807 판례에서 주목되는 쟁점은 소위 행정형법의 처벌규정에서 ‘과

실로 인하여’와 같은 과실범 요건이 명시되어야만 과실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엇갈리는 기준

을 제시한 바가 있다.

1965년의 65도1 판례에서 대법원은 “특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

는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그 법규의 명문으로서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

문이 없다 하여도 법규의 규정 중 위와 같은 취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 아니고서는 특별 형벌법규 위반에 의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

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미필적 고의를 포함함은 물론이다) (후

략)”라고 판시하였다.4)

1983년의 83도2467 판례에서 대법원은 “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책임조건인 과

실은 정상인의 통상적인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특별한 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

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당연하다”고 판시하였다.5)

4)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도1, 대법원판결집 제13권 1집, 형46.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규정이 고의범 이외에 과실범도 포함한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한 판례

이다.
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법원공보 1984, 232. 전기통신법 위반죄 사안이다

(무죄취지 상고기각). 이 판례에서 문제된 처벌법규는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법 제110조 ① 공중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품의 접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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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986년의 85도108 판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

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

였다.6) 

이후 1993년의 92도1136 판례에서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벌칙규정이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이

고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

였다.7)

이제 2010년의 2009도9807 판결에 이르러 대법원은 1986년의 85도108 판례를 

선판례로 제시하면서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

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2. 판례의 상호관계

이러한 판례의 흐름을 보면, 행정형법의 과실범 처벌 여부와 관련하여 세 가지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명문에 의하여 과실범 처벌이 명백, 명료한 경우에 한

하여 행정형법 처벌규정으로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명문규정설),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과실범 처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입법취지설), 그리고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견

해(해석상과실설)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8)

2009도9807 판례에서 대법원은 1993년의 92도1136 판례가 시간적으로 보다 근

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6년의 85도108 판례를 선판례로 제시하고 있다. ‘해석

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속에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

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법원공보 1986, 1141. 소방법 및 건축법 위반죄 사

안이다(무죄취지 상고기각).
7)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법원공보 1993, 283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사안

이다(무죄취지 파기환송). 이 판례의 평석으로는, 문성도, “해석상 과실범 처벌 인정의 

기준과 한계,”  [경찰 학]논문집, 제24집(2004. 12.), 107면 이하 참조.
8) 학설 명칭은 필자가 붙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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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에 2009도9807 판례가 판례변경을 위한 전원합의체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의 판례 흐름에서 살펴본 일련의 대법원판결들은 아직도 서로 대등한 설득

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러한 판례의 기준들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타당한 기준인가를 우리 형법의 성립경위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V. 행정범의 과실범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의용형법의 조문과 관련 판례

1953년 10월 우리 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의용형법이 적용되고 있

었다.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1907년의 일본형법 제38조 제1항은 고의와 관

련하여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용형법은 

과실범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조문의 특성은 지금의 일본 

형법에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의용형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규

정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에는 빠짐없이 ‘과실’

이 성립요건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형법의 벌칙규정

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각종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처벌법규를 적용할 때 

‘과실’이라는 표지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논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대심원판례는 행정형법의 처벌법규에 과실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실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그 

입론과 관련하여 일본의 판례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하나는 특별

형벌법규의 정신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실행위까지 처벌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용형법 제38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입법취지설), 다른 하나는 단순히 특별

형벌법규의 정신ㆍ목적으로부터 추론해서는 안 되고 ‘과실’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해 규정상 과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이 가능하다

는 것이었다(해석상과실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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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의 일본에서는 1907년에 제정된 일본형법의 개정작업이 1926년 이래 추진

되었다. 그 성과로 소위 개정형법가안이 성안되었는데, 그 총칙은 1931년에, 각칙

은 1940년에 각각 발표되었다.10) 그런데 가안 제9조는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

위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정하여 의용형법의 ‘법률’을 ‘법령’으로 수정하였을 뿐이며, 과실범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형법개정작업에서는 행정형법

의 과실범 처벌문제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11) 문제의 

해결을 종전과 같이 해석에 맡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2. 법전편찬위원회의 활동과 현행 형법

1948년 대한민국 출범 후 법전편찬위원회는 신속한 법전편찬을 도모하기 위하

여 특정한 입법례를 대본으로 삼아 이를 우리 사회실정에 맞도록 첨삭ㆍ가필하여 

법률안을 성안하는 방침을 채택하였다.12) 이때 형법초안의 성안과 관련하여 참고

되었던 것이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이었다.13) 그러나 이러한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법전편찬위원회는 총칙의 범죄론체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학설상 논란되는 부분을 가능한 한 조문화하기로 하였고, 그 성과의 하나로 고의

와 과실에 관한 규정이 성안되었다.14)

 9) 전전의 일본 대심원 판례 경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大塚仁 外 編,  大コメンタール 

刑法, 第二版, 第3卷(1999), (神山敏雄), 281면 이하 참조. 
10)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에 관하여는, 林弘正，改正刑法假案成立過程の硏究 (2003); 신동운, 

“형법제정 연혁에 비추어 본 전면개정의 필요성”,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2008), 47면 이하 참조. 
11) 法務大臣官房調査課, 法務資料 別冊 第23號 刑法並び監獄法改正調査委員 議事速記

(1957), 28면 이하 참조.
12) 효당학인, “법전편찬에 대하여”, 법정, 제3권 제6호(1948. 6.) 10면 이하; 신동운 편저,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2005), 54면 이하 참조.
13) 전게(각주 10) 신동운, “형법제정 연혁에 비추어 본 전면개정의 필요성”, 49면 이하 

참조. 
14) 이 점과 관련하여 김병로 대법원장이 법전편찬위원회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1953. 4. 16.자 발언이 주목된다. 

   “형법 총칙편에 있어서는 [첫]째 범죄에 관한 일반적 관념, 즉 말하자면 범죄가 성립

되는 데에 공통되는 총칙적 일반적 관념에 있어서 종전에 어느 나라 형법에는 조문이 

없고 어느 나라 형법에는 그러한 조문을 두고, 또는 종전에 학자들[이] 학설로만 가지

고 이러니저러니 다투고, 따라서 사실적 판단을 인정에 따라서 혹 좌우되는 그러한 이

론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대한민국 형법

은 그러한 것을 법조(法條)로 정하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신동운 편저, 형법 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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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 제13조와 “정상의 주의를 태만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형법 제14조는 우리나라 법전편찬위원회가 

이룩한 각고의 소산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과실범을 규정한 형법 제14조는 의용형

법이나 일본 개정형법가안이 알지 못하던 획기적인 조문이다.

형법제정작업과 관련하여 1948년 말 법무부는 각국의 형법전 및 형법초안을 번

역ㆍ출간하였다. 이때 소개된 입법례를 과실범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독일[구]형법 

제59조는 “① 죄 되는 행위를 범함에 법정구성요건에 속하는 정황 또는 가벌성을 

중하게 할 정황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이 정황을 귀책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과실

로 한 행위를 처벌할 때에는 부지 그 자체에 과실책임 없는 정도에 있어서만 본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고,15) 독일형법초안 제16조는 “① 고

의 또는 과실에 인하여 행위를 행한 자가 아니면 처벌치 않는다. ② 법률에 별다

른 규정이 없는 한 범죄가 됨에는 고의에 의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 ③ 과실에 의

한 행위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죄로 한다.”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6) 

과실에 관한 우리 형법 제14조는 과실의 개념을 정의한 전반부와 과실범의 예외적 

처벌을 규정한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이라는 표현으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한 것은 우리 형법의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법 시행 직후 “종래 법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학설

이 구구하였음에 비추어 신형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법문상으로 해결한 것”이라는 

평가가 제시되었다.17) 

한편 우리 형법 제14조는 과실의 개념정의를 넘어서서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 부분의 조문

구성은 “과실에 의한 행위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

죄로 한다”라고 규정한 1930년 독일형법초안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 자료집(2009), 116면 참조.
15) 법무부조사국, 법무자료 제6집 독일형법 , 독일형법 안  부라질형법 (1948. 12.), 

독일형법전, 22면.
16) 위의 책, 독일형법초안, 5면.
17) 유병진, “신형법에 나타난 현대윤리관”, 고시, 제3권 제2호(1954. 2.), 8면 이하; 신동운 

편저, 유병진 법률논집 재 의 고민(2008), 343면 이하 재수록, 인용부분은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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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형법초안과 독일 신형법

앞에서 본 것처럼 1975년 독일의 신형법이 시행되기까지 효력을 발휘하였던 독

일 구형법은 과실범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형

법 내지 부수형법의 영역에서 명문규정 없이 과실범의 처벌이 가능한가를 놓고 논

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독일형법의 각종 초안에서는 과실범 처

벌에 관한 명문규정이 등장하였고, 1962년의 독일형법 정부초안 제15조를 거쳐 

1975년 독일 신형법 제15조로 마침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의 제정과정에서 직접 참고되었던 것은 

1930년의 독일형법초안이다. 그런데 이 초안은 이유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

렇지만 1930년 초안은 독일 제국의회에서 제1독회를 마친 1927년 독일형법초안을 

토대로 하고 있고,18) 과실범의 처벌에 관하여 두 초안이 모두 제16조에서 동일한 

문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927년 초안의 이유서를 보면 과실범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를 알 수 있다. 

1927년 초안 이유서는 제16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초안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빈번히 야기되었던 바람직하지 

아니한 의문점을 본조를 통해 제거하고, 나아가 고의행위만을 처벌하는가 아니면 

과실행위로도 충분한가 하는 물음의 답을 해당 규정의 목적과 성질로부터 추론해 

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로부터 법관을 해방시켜 주고 있다.”19)

과실범 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은 이후 1962년 독일형법 정부초안 제15조에서 

“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실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고의행

위만을 처벌한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문의 취지에 대해 1962년 초안의 

입법이유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응하고, 

나아가 개별적인 경우에 고의범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실행위로도 

족한가 하는, 현행법에서 자주 대두되는 의문점을 제거하는 데에 본조는 무엇보다

도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초안에 따르면 과실행위는 이를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고의로 행위한 자

만 처벌된다. 이 점은 언제나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중죄의 경우에 특히 그

18)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schen Strafgesetzbuchs nach den Beschlüssen der ersten 
Lesung des Deutschen Reichstagsausschusses und den Deutschen und Österreichischen 
Strafrechtskonferenzen (1930). S 3.

19)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schen Strafgesetzbuchs (1927), 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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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다.”20)

1975년 독일 신형법은 제15조에서 마침내 “법률이 과실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의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실정

법으로 입법화하였다. 이 독일 신형법 제15조의 문언에 대해서는 형벌법규의 적용

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는, 형법이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형벌법규에 굳이 ‘고의’

라는 범죄성립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과실범의 경우로 

형사처벌을 확장하려면 ‘과실’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

실’이 명시되지 아니한 형벌법규를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과실범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1)

독일 신형법 제15조의 규율내용은 특히 각종 전문분야와 관련한 부수형법의 영

역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부

수형법(Nebenstrafrecht)의 경우에는 고의와 과실 사이에 나타나는 가치판단의 차이

가 전형적인 형법범죄에 비하여 적다. 그 결과 독일의 경우 동일한 구성요건에 ‘고

의’와 ‘과실’이 함께 등장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22)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부

수형법의 경우에는 당해 형벌법규의 적용범위를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과실’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가 전형적인 형법범죄보다 더 일어나

기 쉽다. 그러나 독일 신형법 제15조는 이와 같은 합목적적 확장해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23)

20) Entwurf eines Strafgesetzbuches (StGB) E 1962 mit Begründung, - Bundestagsvorlage 
(1962), S. 128.

21) Kindhäuser, Neumann, Paeffgen (Hrsg.), Strafgesetzbuch Band 1, 2. Auflage (2005), 

Puppe, § 15 Rn 11.
22) 예컨대 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죄(Vollrausch)의 경우 고의와 과실이 동일한 구성

요건에 병기되고 있다. 이 조문의 구조에 대해서는, 신동운, 형법총론, 제5판(2010), 

372면 이하 참조.
23) 전게(각주 21) Kindhäuser, Neumann, Paeffgen (Hrsg.), Strafgesetzbuch Band 1, Puppe, § 

15 R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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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09도9807 판례의 문제점

1.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일련의 대법원판례를 위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면, ① 1983년의 

83도2467 판례는 독일 신형법 제15조에, ② 1993년의 92도1136 판례는 의용형법

하의 제1유형 대심원판례에, ③ 1965년의 65도1 판례, 1986년의 85도108 판례 및 

2010년의 2009도9807 판례는 의용형법하의 제2유형 대심원판례에 각각 대응한다

고 생각된다. 요컨대 명문규정설을 취한 1983년의 83도2467 판례를 제외하면 대법

원의 입장은 그것이 엄격한 것(입법취지설)이든 완화된 것(해석상과실설)이든 의용

형법의 판례군과 같은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의용형법과 우리 형법의 입법적 결단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 입법자는 

의용형법이 알지 못하던 과실범 규정을 형법 제14조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대원칙

을 천명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적용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

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과실’로 인한 행위를 처벌한

다는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면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법규를 과실범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월권이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앞에서 소개한 일련의 판결들에서 대법원은 범죄성립을 모두 부정하여 

결과적으로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대적용을 차단하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다. 그러

나 2009도9807 판례와 같은 해석론이라면 언제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행

정형법이 과실행위에까지 확대 적용될지 모른다.

2. 경범죄처벌법의 처벌조문

2009도9807 판례에서 제시된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

인지 분명하지 않다. 2009도9807 판례를 선해하는 입장에서는 그 예로 경범죄처벌

법의 몇몇 규정을 들지도 모른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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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7호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ㆍ

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

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을, 제28호는 “다른 사람의 신체

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

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을 각각 처벌하고 있다. 이러

한 형태의 조문을 예로 들면서 2009도9807 판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의 표지가 바로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7호 및 제28호는 전형적인 거동범이며 고의범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이나 신체상해ㆍ

재물손괴라는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씨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다. 이 경우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본래의 규율대상인 불씨사용이

나 물건 던지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상황에 해당한다. 이를 가리켜서 ‘고의’

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과실’로 볼 수는 없다.

3. 실무상의 부담

2009도9807 대법원판례는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

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

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행정형법의 해석에 

상당한 엄격성을 요구하는 듯한 외관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입법취지설을 취한 92

도1136 대법원판례와 비교해 보면 2009도9807 판례의 대법원이 보다 엄격한 태도

를 취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2009도9807 판례의 엄격성은 외관상의 그것일 뿐 실질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일선 법관들은 구체적인 사안을 앞에 놓고 당해 처벌법규가 ‘해

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자신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안전책은 언제나 고의 유무와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

해 들어가는 것이다. 

24) 이러한 해석을 시도하는 견해로는, 전게(각주 7) 문성도, “해석상 과실범 처벌 인정의 

기준과 한계,” 139면 이하; 전게(각주 9) 大コメンタール 刑法, (神山敏雄), 29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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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형법 제14조를 통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

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과 ‘한하여’라는 이

중의 제한을 걸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우회로를 마련하여 일선 법관들에게 이중의 부

담을 과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예측불가능성에 따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VI. 결  론

우리 형법 제1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히 참고되는 입법례는 독일 형법 제15

조라고 생각된다. 계수사적 관점에서 볼 때 1953년에 제정된 우리 형법 제14조는 

1930년의 독일형법초안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 1930년 초안은 이후 1962년의 독일

형법 정부초안 제15조를 거쳐 1975년 독일 신형법 제15조로 입법화되고 있기 때

문이다. 

계수사적 맥락을 염두에 놓고 볼 때 우리 대법원이 의용형법(현행 일본형법)

하의 해석론을 추종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과실범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는 

1907년의 의용형법(현행 일본형법)을 토대로 전개되어 왔던 종래의 논의는 이제 

과감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학계에서 전개되는 행정형법의 과실범 

처벌에 관한 논의는 과실범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던 독일 구형법 시대에서 비롯

한 것으로서 우리 형법의 해석론으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소위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우리 형법 제14조가 명시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법해석의 문제로 전환시키려는 시도 또한 각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25)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볼 때 앞에서 검토한 일련의 대법원판례 가운데 1983년의 

25) 이 점에서 박정훈 교수의 다음과 같은 서술에는 찬동하기가 곤란하다. 

   “(전략) 현재 [행정형벌]이 형벌인 점에서는 형법상의 형사벌과 동일하므로 죄형법정주

의에 비추어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총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

ㆍ판례이다. 유의할 것은 여기서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라 함은 명문의 규정에 한정되

지 않고 당해 행정형벌[에] 관한 법률규정, 즉 행위규범과 형벌구성요건의 해석에 의해 

특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형벌의 특수성

은 결국 법해석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된다.” 박정훈,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서울 학교 법학, 제41권 4호(2001. 2.),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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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2467 판례가 주목된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특별한 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당연하다”고 판시한 83도2467 판례는 앞에서 소개한 독일 신형

법 제15조의 해석론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계수사적 관점에서 볼 때 83도2467 판례의 기준

이 우리 형법의 조문체계를 가장 충실하게 따라간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일선 법관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법적 안정

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2010년의 2009도9807 판례에 나타난 기준을 1983년의 83도2467 판례의 기

준으로 전환하여 판례의 통일을 기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이 대법원에서 조속히 나오

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투고일 2011. 2. 11      심사완료일 2011. 3. 4      게재확정일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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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nd the Punishment 

of Act of Negligence 

Focusing on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2010. 2. 11. 2009Do9807)

 

26) Dong Woon Shin*

 

The Article 14 of Korean Criminal Act prescribes that “act performed through 

ignorance of the facts which comprise of the constituents of a crime by neglect of 

normal attention, shall be punishable only when prescribed so by Act.” However,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2010. 2. 11. 2009Do9807), which states that even 

the 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ve control can only punish the act of negligence when 

there is an enacted law or a clear intention to punish it, indirectly acknowledges that 

the act of negligence can be punished when the interpretation clearly indicates the 

intention to punish the act of negligence even when it is not prescribed so by Ac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aforementioned ruling of Korean 

Supreme Court on the act of negligence is valid. First, the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made in the past regarding the act of negligence are reviewed in a 

chronological manner. Then, the history of codification of the Article 14 of Korean 

Criminal Act is revisited. This paper confirms that, within in the context of 

reception history, the Article 14 of Korean Criminal Act shares the same purpose of 

codification as the Article 15 of German Criminal Act that is purported to address 

the practical concerns regarding the question of “does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 

reveal a clear intention to punish the act of negligence?” The author of this paper 

argues that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applicable when there is 

an enacted law that states that the act of negligence should be punished. The author 

also argues that the decision of court should follow the text of the Article 14 of 

Korean Criminal Act more strictly.

Keywords: negligence,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Nebenstrafrecht, Ver- 

waltungsstrafrecht, administrative punishment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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