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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과실의 개념내용―

李 用 植*

1)

Ⅰ. 들어가며

종래 과실범은 오랫동안 형법적인 관심에서 보면 주변 역에 머물 다고 할 

수 있다. 주된 관심과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고의범 그 중에서도 고의 작위범이

었다. 고의범은 과실범에 비해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형법상으로나 형법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과실범을 통하여 전개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은 기술의 발전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 많은 위험원들

을 다루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이 있게 되면 

생명․신체 기타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것은 대부

분 과실범 문제로 다루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도로교통이나 의료․환경․제조물 

등의 역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결함 혹은 위험한 행동양식들이다. 기술의 발달

과 함께 과실의 의미가 현대생활에서 매우 커진 것이다.1)

이처럼 그 현실적인 의미가 커지면서 과실범 논의가 활발해지자 종래 그다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던 과실범이론이 이제 그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시작하

다. 그리하여 과실범이론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부적

으로 많은 논의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과실범의 불법과 책임에 관한 이해도 근

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물론 과실범을 독자적으로 고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형법상 불법과 책임에 관한 기본이해의 변화에 향을 받은 것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배종대, 형법총론, 제6판, 2001, 582면에 의하면 과실범의 증가율은 다른 고의범죄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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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특히 과실범의 불법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형법

학에서 매우 어렵고 논란이 많은 문제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어려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 형사불법의 토대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논의와 이를 둘러

싼 논쟁은 변함이 없다. 현재 과실론은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다양하

고 또한 상당히 혼란스럽게 보인다.2) 그러나 논쟁은 그 결론이나 사례의 해결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투어지고 있는 것은 특히 과실범의 구
조에 관한 것이다.

법과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은 과실범과 비교적 일찍 만나게 된다. 대체로 우선 

객관적 귀속이론을 다루면서 강의중에 언급된다. 또 고의를 조각하는 구성요건착

오와 특히 방법의 착오를 다루는 경우에도 과실범이 의미를 갖는다.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적 해결방법 가운데 다수설

에 의하여 고의범으로의 처벌을 배제하는 경우에 과실범이 문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범이론은 대학교육에서 단지 주변 역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인상

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과실이론의 본질적 핵심을 다루어 보고 이를 통하여 

여러 역에서 나타나는 과실범 문제들의 이해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덧붙여 말할 것은 어느 범죄의 체계적 구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내용적인 구조가 결정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구조를 규범적인 

논리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Ⅱ. 과실론의 발전과 확립

A. 종래의 과실이론 ―과실은 (불법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

인과적 행위론을 기초로 한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대명제는 “객관적인 것은 불

법에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에로”라는 것이었다.3) 즉 불법은 행위의 객관적인 질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결과범에서는 행위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

여 인과적으로 야기된 결과의 야기, 예컨대 사망의 인과적 야기라고 본다.4) 이러

2) 심지어 원래 과실과 관련되었던 개념이나 구조, 예컨대 객관적 예견가능성이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특히 객관적 귀속의 척도가 되어― 고의범이론에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3) Schünemann, “Einführung in das strafrechtliche Systemdenken,” in: Schünemann 

(Hrsg.), Grundfragen des modernen Strafrechtssystems, 1984, S.19f., 3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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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과적 불법론은 사상적으로는 자연과학적 방법론, 실증주의, 자연주의, 객관

적․인과적 고찰방법 등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불법을 객관적으

로 따라서 결과범에서는 결과와 관련하여 파악한다. 행위는 단지 모종의 자의적

인 어떤 것으로서 인과적인 원인요소가 된다는 정도에서만 고려한다. 행위를 단

지 구성요건적 결과의 야기라고만 제한하여 즉 결과반가치로만 그 의미를 축소

하여 이해한다.5)

이러한 인과적 불법론에 의하면 불법단계에서는 주관적 내지 행위자와 관련된 

개인적 측면을 문제삼지 아니한다. 결과에 대해 행위자가 가지는 인적 관련성 여

부는 책임단계에서 비로소 다루게 된다. 책임에서 결과를 행위자가 인식․의욕하

여 야기했느냐 아니냐(고의․과실) 여부를 문제삼는다. 책임의 본질은 객관적인 

사태야기에 대하여 행위자가 가지는 심리적인 관련성에 관한 문제로 본다(심리적 

책임론). 이러한 책임검토에서 고의가 없으면 과실이 문제된다. 그리하여 과실에
서는 결과를 행위자가 회피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6) 즉 결과를 ‘행위자가 주의

했더라면’ 회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7) 이러한 의미에서 고의와 과실은 책

임의 조건 내지 형태 다. 외부적 사태야기에 대하여 행위자가 가지는 개인적인 

관련성(고의․과실) 여부는 불법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 던 것이다.8)

B. 과실행위의 불법과 책임 개념의 변화

(1) 종래의 불법과 책임 개념에 대한 비판

종래의 이러한 불법론과 책임론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형

법전상 몇몇 구성요건에서는 불법이 필수적으로 주관적인 요소(예컨대 목적범에

4) 이에 관해서는 Welzel, Abhandlungen zum Strafrecht und zur Rechtsphilosophie, 1975, 
S.317.

5) 이론적 배경에 관해서는 Schünemann, in: Schünemann(Hrsg.), Grundfragen, S.19f.; 
Welzel, Abhandlungen, S.29ff.

6) Hippel, Lehrbuch des Strafrechts, 1932, S.143.
7) Liszt,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16./17.Aufl., 1908, S.183. 이 점에 관해서
는 Welzel, Abhandlungen, S.317; Engisch, Untersuchungen über Vorsatz und     
Fahrlässigkeit im Strafrecht, 1930, S.266ff, 278.

8) 오늘날에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입장으로는 Baumann/Weber/M itsch, AT, 10.Aufl., 
1995, §12 Rn.16, §22 Rn.19. 또한 Tröndle/Fischer, StGB, 50.Aufl., 2001, §15 Rn.16f.
도 주의의무위반을 위법성에 대한 검토 뒤에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이 단지 

책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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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목적)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절도죄와 같은 범죄의 역에

서는 불법 득의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주장되었다. 따라서 불법을 순전히 객관

적인 의미로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책임에 관한 형법규정들도 외부적인 결과야

기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련성(고의․과실) 여부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규범

적 요소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고에는 가치론철학이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불법과 책임을 가치관련적으로 규
범적인 척도에 의하여 파악, 정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행위를 모종의 자의적인 

어떤 인과요소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행위는 항상 의미관련적인 것으로 이해한

다. 즉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개인적 측면이 외부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9) 따

라서 같은 행위라도 살해하기 위한 의미를 가진 것과 그러한 의미를 갖지 않은 

것은 불법면에서 다른 것이 된다(인적 행위불법론). 이러한 사고에 따라 결국 고

의․과실은 불법의 핵심적 요소로 이해되었다.10) 일정한 결과를 야기하려고 의식
적으로 결심한 행위자는 결과야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로 행한 행위자와는 

―불법은 동일하고 단지 책임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불법을 실현

한 것이다.11) 이와 같이 결과불법에서 인적 행위불법으로 강조점이 이동됨에 따

라 과실범의 처벌의 기초가 변화한 것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책임도 행위자의 

심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것이다. 즉 행위자가 행한 불법에 대하여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비난가능성이 핵심이 된다(규범적 책임론).

(2) 과실행위의 불법과 책임 개념의 확립

인적 불법론과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보면 과실범의 불법은 행위자가 구

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가 일정
한 생활 역에서 법익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요구들을 모두 충족해도, 결과는 인

과적으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규칙을 준수했더라도 결과는 회

9) Welzel, “Die deutsche strafrechtliche Dogmatik der letzten 100 Jahre und die finale 
Handlungslehre,” JZ 1966, 421.

10) 인적 불법론을 기초로 고의와 과실은 구성요건적 불법의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오
늘날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Vgl. Roxin, AT I, 3.Aufl., 1997, §24 Rn.3ff.; 
Eser/Burkhardt, Strafrecht I, Juristischer Studienkurs, 4.Aufl., 1992, Nr.9 Rn.4.

11) 목적적 행위개념은 과실범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Schünemann, in: Schünemann 
(Hrsg.), Grundfragen, S.39; Kaminski, Der objektive M aßstab im Tatbestand des  
Fahrlässigkeitsdelikts, 1992, S.69ff.). 이러한 목적적 행위론은 인적 불법론에 의하여 
극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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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

과에 관련한 자연주의적 인과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

지만, 가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행위자와 관련된 개인적인 관점에서 불법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결과야기 이외에 뭔가 추가로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

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주의의무를 행위자가 지키지 않았다는 점

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준수하 음에도 불구

하고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미 (행위)불법이 결여되는 것이지 (불법은 있고) 단지 

책임이 결여되는 것이 아니다.12) 책임은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이 

인정된 때, 즉 규칙을 위반했거나 예방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 

단계의 문제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행위자가 발생된 결과와 행위의 

불법을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의해 회피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즉 행

위자는 결과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행위자가 주의하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종래 책임 역에서 

검토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분리되어 각기 다른 역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행위자가 법적인 주의의무에 위반했는가 여부는 불법의 문제

이다. 이 주의의무는 통설에 의하면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행

위자가 이러한 기준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객관적으로 주의의무위반이

고 따라서 불법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책임 역에서는 행위자가 그러한 

불법을 특히 결과발생을 ‘자신의 능력에 의하면’ 회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즉 행위자가 주관적․개인적으로도 역시 주의의무에 위반하 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결국 통설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비

로소 과실범의 불법이 인정된다고 본다. 단순히 결과야기에 인과적인 행위라는 

것만으로는 불법구성요건이 실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C. 우리 형법상의 과실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과실에 관하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

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2) 불법에 있어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Roxin, AT I, §10 
Rn.88. 또한 Hirsch, “Der Streit um Handlungs- und Unrechtslehre, insbesondere im 
Spiegel der Zeitschrift fü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ZStW  93(1981), 831ff.; 
Schünemann, in; Schünemann(Hrsg.), Grundfragen, S.1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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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주의의무위반이 과실의 본질적인 부분이 됨을 시사하고 있

다. 이 과실개념에서 본질적인 내용은 주의의무위반이다. 그리고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주의의무의 내용이라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정상의’ 

주의라는 말에는 허용된 위험의 사고가 들어 있다고 보아,13) 주의의무위반은 허

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과실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14) 따라서 불법을 인정하는 근거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판결에 

따라서는 ‘책임조건인 과실’이라는 언급이 눈에 띄기도 한다.15) 이는 고의․과실

을 책임요소로 보는 인과적 행위론과 이를 기초로 하는 고전적 범죄체계론의 입

장을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를 제공한다.16) 그러므로 판례가 

과실 내지 주의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확실하게 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형법상의 주의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과실불법의 인정은 행

위자의 주의의무이행을 위한 개인적 능력이라는 추가적 요건에 의하여 제한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이 요건은 (불법에서 고려되어 불법의 인정을 제한하는 것

이 아니라) 단지 책임을 제한해주는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과실불법을 어떻게 이

해할 것인가가 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이다.

Ⅲ. 종래 통설의 과실범모델

A. 과실범의 체계적 내용

종래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불법개념에 포함되어 있던 것, 즉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인과적 야기’는 그대로 구성요건에 들어간다. 그러나 ‘행

위와 결과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3요소는 구성요건의 일부분을 이루

는 데 지나지 않는다. 구성요건은 단순히 외부적 요소를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오늘날 구성요건은 불법의 유형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불법을 근거 짓고 인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은 구성요

13) 신동운, 형법총론, 2001, 211면.
14) 대판 1960. 4. 30, 4292형상618; 1969. 10. 23, 69도1650; 1971. 5. 24, 71도623 등.
15) 대판 1983. 12. 13, 83도2467.
16)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1998,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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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속하게 된다. 과실범과 관련하여 보면 ‘행위와 결과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인

과관계’ 이외에 과실범의 구체적 불법을 근거 지워주는 것, 즉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도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즉 법익보호를 위해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점이 과실범의 행위불법을 이룬다.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따라서 불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성요건은 행위규범을 설정한다. 금지되는 것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아니다.17)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면 전체 

사회생활은 정지될 수밖에 없고 법익은 완벽하게 보호되어 박물관에 있게 될 것

이다.18) 결과를 인과적으로 야기하는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생각될 것

이다. 도로건설, 자동차생산, 무기제작, 총칼의 제작, 독성물질의 생산 등은 사람

의 사망과 상해에 대하여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행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고는 할 수 없다. 결과를 인과적으로 야기하는 행위는 적법한 것이 (예외
가 아니라) 오히려 원칙이다. 그리하여 단지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만이 금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실의 본질적 요소인 주의의무위반이 불법요소로 되었

다.19) 결국 과실범 구성요건에서 결정적인 것은 행위반가치로서 주의의무에 위반

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결과가 발생하고 행위자가 주의의무에 위반했더라도 반드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의무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
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즉 주의 깊은 행위를 했더

라도 결과는 역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관련성이 결여된다. 주의의

무위반과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이러한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면, 과실범의 기수 불

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관련을 의무위반관련성이라고 말한다.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이러한 객관적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행위자가’ 결과발생

을 예견가능했고 따라서 회피가능했느냐 하는 점은 구성요건적 불법의 인정에는 

17) Freund, AT, 1998, §2 Rn.10ff.; Frisch, Tatbestandsmäßiges Verhalten und Zurechnung 
des Erfolgs, 1988, S.69ff.; Kremer-Bax, Das personale Verhaltensunrecht der     
Fahrlässigkeitstat, 1999, S.33, 58; Wolter, “Strafwürdigkeit und Strafbedürftigkeit in 
einem neuen Strafrechtssystem,” in: Wolter(Hrsg.), Festschrift 140 Jahre Goltdammer’s 
Archiv für Strafrecht, 1993, S.269, 272.

18) Exner, Das W esen der Fahrlässigkeit, 1910, S.191f.; Welzel, “Studien zum System 
des Strfrechts,” ZStW  58(1939), 491;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Aufl., 1969, 
S.128ff.

19) NK-Puppe, 1995, §15 Rn.1, Vor §13 Rn.14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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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통설에 의하면 과실범에는 ―고의범의 경우에 상응하는

― 주관적 구성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책임 역에서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실범에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고, 위법성 역에서는 단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만을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과실범에서 위법성조각사유는 

고의범과 비교하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긴급행위시에 보통은 타인의 법
익을 고의로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긴급행위시에 의식하지 않은 부수적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과실범의 경우 그 자체 주의의무위반

행위에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피해자의 승낙이 좀더 의

미가 있을 것이다.20)

과실범의 책임에서는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

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우선 이는 자기행위가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의미인식을 통해 행위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신병자의 경우 이러한 

능력이 결여될 수 있다. 물론 과실범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구

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사정에 있어야’ 자기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설은 책임 역에서 행위

자가 자신의 지식과 개인적 능력에 의해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묻는 것이다. 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에 있지 못하다면,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행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중요한 것은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다. 그러나 예견가능성과 회

피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견가능성과 회

피가능성이 없는 상황에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제요건(일정

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 행위
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사전귀책사유도 책임으로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21)

20)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제9판, 2002, 489면; 손동권, 형법총칙론, 2001, 293
면 참조.

21)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2002, 489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495면; 배종대, 형법총
론, 602면; 손동권, 형법총칙론,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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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종래 통설의 과실개념 ―주의의무위반의 판단

과실범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일정한 행위

가 법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의의무규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이 인

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통설모델에서 말하는 주의규칙이란 많은 경우에 그리 쉽

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의규칙은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

어떠한 행위가 주의의무에 위반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설은 우선 사전적
(ex-ante) 관점에서 ‘행위가 위험한 것인가’를 묻는다. 즉 제1단계로서 행위가 결

과발생의 위험과 연결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위험판단에서는 해당 생활

역의 표준적 일반인이 행위자의 입장에 있다면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을 지식이 

기초가 된다.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그 행위가 위험하다고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는 의미이다. 행위자가 특별히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이러한 특수지식도 이 

위험판단에 포함시킨다.22) 이러한 객관적 위험판단으로 그 행위가 위험할 것으로 
밝혀졌다면, 다음 제2단계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해당 생활 역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겠는가’를 묻는다. 이 표준적 일반인이라면 그 위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무시할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은 감수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대로 행위를 했을 것인지?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를 

했을 것인지? 그 위험을 충분히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표준적 일반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 이러한 점을 검토하는 것이다.23) 주의의무나 
주의규칙은 이 표준적 일반인이 행위하 을 바를 말하는 것이다.24) 표준적 일반

인이 그 위험의 감소조치를 한다면, 그러한 위험감소조치를 하지 않고 행한 행위

는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 된다. 표준적 일반인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면, 이

루어진 모든 행위는 주위의무위반이 될 것이다. 표준적 일반인이 그 위험을 감수

22) Herzberg, “Die Schuld beim Fahrlässigkeitsdelikt,” Jura  1984, 406; Wessels/ Beulke, 
AT , 32.Aufl., 2002, Rn.670; S/S-Cramer/Sternberg-Lieben, 26.Aufl., 2001, §15 Rn.139;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im Strafrecht, 1974, S.65f.; Jescheck/W eigend, 
AT , 5.Aufl., 1996, §55 I 2 b; Kühl, AT, 4.Aufl., 2002, §17 Rn.32.는 특수능력은 불법
구성요건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특수능력 역시 불법에서 고려해
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Kaminski, Der objektive M aßstab, S.87; Roxin, AT I, §25 
Rn.50ff.; Kretschmer, “Das Fahrlässigkeit,” Jura 2000, 272).

23) Vgl. Jescheck/Weigend, AT, §55 I 2 b); Wessels/Beulke, AT, Rn.669; Roxin, AT I, 
§24 Rn.21;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45ff.

24) Kretschmer, Jura  200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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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정도라면, 그 행위는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와 같이 통설은 주의의무의 내용을 두 가지로 파악한다. 하나는 행위가 허용

되지 않는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검토해야 할 내적 주의의무(innere Sorgfalt)이

고, 다른 하나는 행위가 위험이 있는 행위라면 해당 생활 역의 표준적 일반인이 

설정한 주의규칙에 따라야 할 외적 주의의무(äußere Sorgfalt)이다.25) 이러한 주의

의무에 따르지 않아 결과가 발생했다면, 과실범의 불법이 인정된다. 행위자가 이
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또 그에 따라 적법하게 행위할 개인적 사정에 있는가는 

통설에 의하면 책임의 문제에 불과하다.

Ⅳ. 과실의 개념내용에 관한 새로운 논의

A. 주의의무의 기준 ―일반적(객관적) 척도와 개별적 척도

새로운 과실범이론은 우선 주의의무의 기준점을 문제삼는다. 평균인 내지 표준

인을 상정하여 그들의 지식이나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행위자 자신이 인식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의 창출만을 금지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아니한가?

(1) 객관설

통설은 객관화되고 좀더 일반화된 척도를 주장한다.26) 구성요건의 임무는 각 

생활 역마다 객관적이고 일반화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27) 주의규범은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

25) 임웅, 형법총론, 489면; 배종대, 형법총론, 589면; 신동운, 형법총론, 211면 이하. 이에 
관해서는 Jakobs, Studien zum fahrlässigen Erfolgsdelikt, 1972, S.62f. Vgl. Engisch, 
Vorsatz und Fahrlässigkeit, S.275.

26) Jescheck/Weigend, AT, §54 I 3; W essels/Beulke, AT, Rn.669, 692; Welzel, Strafrecht, 
S.131ff.; Rössner, “Fahrlässiges Verhalten im Sport als Prüfstein der Fahrlässig-
keitsdeliktsdogmatik,” FS-Hirsch, 1999, S.323; Kaufmann, Das Schuldprinzip, 2.Aufl., 
1976, S.227f.; S/S-Cramer/Sternberg-Lieben, §15 Rn.133ff.; Lackner/Kühl, StGB, 
24.Aufl., 2001, §15 Rn.37f., 49; NK-Puppe, Vor §13 Rn.147ff.; Bockelmann/Volk, AT, 
4.Aufl., 1987, §20 B 1 3; Schünemann, “Moderne Tendenzen in der Dogmatik der 
Fahrlässigkeits- und Gefährdungsdelikte,” JA 1975, 512ff.; Hirsch, ZStW  94(1982), 
268ff.; Ebert, AT, 3.Aufl., 2001, S.165ff.

27) Jescheck/Weigend, AT, §54 I 3; P. Frisch, Das Fahrlässigkeitsdelikt und das Verhalten 



2003. 6.]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237

럴 경우 그것은 이미 규범이 아닌 것이다.28) 객관적 기준은 주의의무의 지나친 

요구를 제한하는 한계가 되고 따라서 각자에게는 평등하게 동일한 주의의무의 

척도를 적용한다.29) 그럼으로써 불법유형인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호소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30) 또한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행

위기준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법규범이 내면화될 수 있다.31) 반대로 구성

요건 내에서 이미 개인적 척도를 적용하면 불법과 책임이 구별되지 아니하게 된

다고 한다.32)

(2) 개별화설

이러한 통설에 대하여 개별화의 입장도 있다.33) 개인적인 능력은 과실범의 구
성요건에서 이미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의의무위반은 오로지 개

별 행위자의 인식과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개별화설은 인적 불법론을 일

관하여 관철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불법이 행위자관련적 불법을 의미한다면, 

주의의무위반 여부도 각각의 행위자에 의하여 과실불법이 근거 지워져야 한다.34) 

이미 과실불법에서 객관적 표준인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여 불법

비난이 개인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듯이, 객관적 과실 즉 객관적 주의의무는 과실범에서 요구될 수 없다는 지적도 

des Verletzten, 1973, S.82; Hirsch, “Der Streit um Handlungs- und Unrechtslehre,” 
ZStW  94(1982), 270f.; Schünemann, JA 1975, 514.

28) NK-Puppe, §15 Rn.4, Vor §13 Rn.148.
29) 임웅, 형법총론, 494면. Vgl. Jescheck/Weigend, AT, §54 I 3;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 S.66f.; Triffterer, “Die objektive Voraussehbarkeit (des Erfolgs und des 
Kausalverlaufs),” FS-Bockelmann, 1979, S.209f.; W olter, “Adäquanz- und Relevanz-
theorie,” GA 1977, 265. 또한 LK -Schroeder, 11.Aufl., 1994, §16 Rn.146.

30) Vgl. Kretschmer, Jura 2000, 271.
31)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2003, 188면. Schünemann, “Neue Horizonte der Fahrläs-

sigkeitsdogmatik?,” FS-Schaffstein, 1975, S.164f.; LK-Schroeder, §16 Rn.146. 이에 대
하여 오히려 주관설이 일반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은 김성돈, “과실개념에서 
주의의무위반성과 예견가능성”,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1995, 177면 이하.

32) Roxin, AT I, §24 Rn.51.
33) Stratenwerth, AT, 4.Aufl., 2000, §15 Rn.12ff.; SK-Samson, 5.Aufl., 1989, Anhang zu 

§16 Rn.12ff.; Gropp, AT, 2.Aufl., 2001, §12 Rn.80ff.; Eser/Burkhardt, AT , Nr.9 Rn.5; 
Otto, AT, 6.Aufl., 2000, §10 Rn.2, 11ff.; Freund, AT, §5 Rn.22ff.; Jakobs, AT, 2.Aufl., 
1991, 9/6ff.

34) Gropp, AT, §12 Rn.83.



李 用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2호 : 227∼256238

있다.35)

이는 통설의 유용성과 타당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선 일반화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는 단지 일정한 정도

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36) 게다가 이는 각 생활 역의 일반적인 행위규칙(예컨

대 도로교통의 일반적인 규칙)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

은 금지된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
의 지식과 능력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위험은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37) 개

인이 인식하고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을 만약 규범이 금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

범은 단지 유용성 없는 하나의 선언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객관적 척도를 

적용하면 과실범의 수범자는 더 이상 개별적 행위자가 아니라, 해당 생활 역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표준인이 돼버린다.38) 그리고 인식과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서는 통설의 입장에서도 (면책을 인정하므로) 규범의 준수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통설이 객관적 판단을 앞서서 하기 

때문이다.

(3) 특수능력의 문제

특수능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평균이하의 능력을 가진 자의 경우에 두 입장

은 모두 불가벌이라는 같은 결론에 이른다. 행위자의 가벌성은 그의 개인적 능력

을 넘어서는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혹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평균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두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객관적 

척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39) 그러나 실제로 이 견해는 특별능력자에 대하여 특별한 해당 생활 역

을 설정함으로써 결국 개별화설에 접근한다.40) 즉 특별능력자는 평균적 일반인에 

35) Jakobs, AT , 9/13; Gropp, AT , §12 Rn.83.
36) SK-Samson, Anhang zu §16 Rn.13. 또한 김성돈, 전게논문,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
호, 173면; 이호중,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형사법연구 제11호, 1999, 71면 이하.

37) Jakobs, AT , 9/2; Jakobs, Studien , S.2f.; Stratenwerth, AT, §15 Rn.13.
38) Otto, AT, §10 Rn.14; Jakobs, AT, 9/13; Gropp, AT, §12 Rn.82; Freund, AT, §5 

Rn.22f.
39) 이재상, 형법총론, 187면; 임웅, 형법총론, 492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479면.
40) Vgl. S/S-Cramer/Sternberg-Lieben, §15 Rn.138ff.; Jescheck/Weigend, AT, §54 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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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아니하고, 그의 특별능력은 특별한 해당 생활 역의 표준척도에 의하게 

된다. 결국 어떤 사례에서건 객관적 척도는 일정한 정도 개별화되고 구체화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41)

그리고 평균이하능력자와 특별능력자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척

도를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척도를 적용하려는 절충적 입장도 있다.42) 

이는 평균이하능력자의 경우에는 불법을 인정하고 책임단계에서 면책을 인정하

며, 특수능력자의 경우에는 불법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려는 것이다. 평균이하능

력자도 어떠한 행위가 법적으로 요구되는가를 인식할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는 것이다.43) 규범은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누구나 최소

한의 주의의무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또 규범의 일반적 요구를 이행할 개인적 

능력이 없음을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능력범위 밖의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과

실이 인정되는, 소위 인수과실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균이상의 특수능력을 가진 자는 법익보호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특수능력을 수행해야 한다.44) 법익보호는 법질서의 존중을 요구한다. 다

른 사람의 법익이 특수능력의 수행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희생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수능력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없다.

(4) 비판적 검토 ―불법과 책임 이해의 관점

이들 견해의 대립은 대부분 논의의 결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과실범이 성립하

지 않아 불가벌이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단지 그 근

거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뿐이다. 즉 중요한 인식이 결여된 이러한 사례에서 이

미 불법이 결여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책임이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
서 논의의 실제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과 책임의 구

별은 ‘정당방위’나 ‘보안처분’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또한 실제상으로도 의미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45)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66.
41) Laue, “Der Tatbestand des fahrlässigen Erfolgsdelikts,” JA 2000, 669.
42) Roxin, AT I, §25 Rn.50ff.; Herzberg, Jura  1984, 409; S/S-Cramer/Sternberg- Lieben, 

§15 Rn.133.
43) Vgl. Kühl, AT, §17 Rn.29; Roxin, AT I, §24 Rn.53; S/S-Cramer/Sternberg-Lieben, §15 

Rn.132f., 140.
44) Vgl. Roxin, AT I, §24 Rn.54; Herzberg, JA 1984, 410; Gropp, AT, §12 Rn.1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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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불법을 좀더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B. 주의의무 개념 불요설 ―객관적 귀속이론의 과실개념

통설의 과실개념에 대한 비판은 주의의무의 판단척도로서 개별화설을 지지하

는 입장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주의의무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포

기하자는 입장이 있다. 주의의무라는 개념은 과실범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본
질적 핵심을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1)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가능성

우선 예컨대 도로교통법의 주의규정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이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주의규정위반이 과실을 근거지워주는 것은 

아니다.46) 또 이러한 주의규정을 준수했다고 하여 과실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

다.47) 주의규정을 준수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사정에 따라 결과발생을 예견가

능하다면 과실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주의규정위반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경우

에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결여될 수 있고, 주의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주의의무위반의 관점을 과실의 구성요소로서 부

정하고, 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가능성이 독자적인 의미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48) 주의의무위반이란 결과를 야기한 외부적 행위

45)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478면; 임웅, 형법총론, 440면. 그리고 Jescheck/ Weigend, AT, 
§54 I 3; Herzberg, Jura 1984, 407f.; S/S-Cramer/Sternberg-Lieben, §15 Rn.142; 
Kaminski, Der objektive Maßstab, S.93ff.

46)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45ff.; Schünemann, JA 1975, 577. 김성돈, “과
실범과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자리매김”, 고시계 2002/12, 7면에서는 운전자 혹은 의사
가 그 주의규정을 위반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며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47) S/S-Cramer/Sternberg-Lieben, §15 Rn.135; M aurach/Gössel/Zipf, AT II, 7.Aufl., 1989, 

S.117; Kaminski, Der objektive Maßstab, S.49ff. 이와 달리 주의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는 행위자는 구성요건실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Kindhäuser, “Erlaubtes Risiko und Sorgfaltswidrigkeit,” GA 1994, 216f.
48) LK-Schroeder, §16 Rn.127ff.; Schroeder, “Die Fahrlässigkeit als Erkennbarkeit der 

Tatbestandsverwirklichung,” JZ 1989,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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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장식하여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49) 내용 없는 말이며50) 혼란만 야

기하는 내용 없는 빈공식이라고 한다.51)

물론 주의규정을 위반하 다고 하여 항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

적인 경우에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과실이 부정된다. 그러나 거꾸로 주의규정을 

위반하 는데 위 견해와 같이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항상 과실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 제14조의 통행우선순위 규정을 부주의로 위반하
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없었더라도― 

해당 생활 역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과실로 상해를 

야기한 것이다. 자동순환식 에스컬레이터의 이용을 4월 30일까지만 허용하는 행

정규칙이 있다고 하면, 5월 1일 어떤 사람이 이를 이용하다 부주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련자는 과실치상

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옆집마당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여 돌을 울
타리 너머로 던졌는데 마당에 나와있던 아이에게 맞아 다친 경우 ―구체적인 경

우에 사정에 따라 정말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을 인정하

게 될 것이다.

이 견해는 주의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통설이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는 것으

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규정위반이 곧 주의의무위반은 아니다. 주의규정

이 어떠한 결정을 미리 내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통설에 의하면 법익침
해 위험의 정도와 중요성 등을 통하여 행위의 위험이 허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의무를 검토함에 있어서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핵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험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는 주장도 결국은 통설에서 주의의무를 검토하는 일부 가운데 행위가 위험한 것

인가를 검토하는 부분과 다르지 아니하다.52) 오히려 이 견해는 주의의무 검토의 

다른 부분 즉 회피의무위반 여부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 이외에 전통적으로 인식가능성, 회피가능성, 허용된 위

험의 초과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주의의무위반의 개념에 이를 제한

49) LK-Schroeder, §16 Rn.15; Schroeder, JZ 1989, 778.
50) Schmidhäuser, “Fahrlässige Straftat ohne Sorgfaltspflichtverletzung,” FS-Schaffstein, 1975, 

S.145.
51) Wolter, GA 1977, 267.
52) 주의의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김성돈, 전
게논문, 고시계 2002/12, 7면 이하의 서술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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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어떠한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의의무를 달리 표

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즉 결과가 회피불가능하 을 경우, 결과발생가능성

이 인식불가능하 을 경우, 행위가 허용된 위험의 한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결과

적으로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53)

(2) 객관적 귀속이론의 과실개념

a)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

주의의무라는 개념은54) 과실범의 본질적인 핵심을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생각

은 최근에 특히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Roxin에 의하면 과실

론은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새롭게 기초지워지고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의의무위반은 객관적 귀속에 흡수되어 그 일부분으로 이해되고 과실범

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단순히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충족된다는 것이다.55) 

그리고 객관적 귀속이론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조적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객관적 측면에서 보면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행위자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이라는 것이다. 기수범에서는 이와 같이 창출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결과발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고의범의 경우는 행위자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또 중대하게 여긴 것(그럼에도 행위에로 나아간 것)이다. 과실범의 경

우는 이러한 점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행위자는 이러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주의의무라는 개념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행위자에게 인식가능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

이라는 개념이 들어선 것이다. 그리하여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은 고의범과 동일

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56)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이에 따르면 다수설과 같이 객

53)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성돈, 전게논문,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1995, 167면 이하; 김성돈, 전게논문, 고시계 2002/12, 4면 이하; 이호중, 전게
논문, 형사법연구 제11호, 1999, 73면 이하 참조.

54) Jakobs, AT, 9/6에 의하면 행위자는 주의 깊게 행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
니라 부주의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주의의무라는 개념은 
규범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의의무라는 개념은 작위범인 과실범
을 부작위범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Jakobs, AT, 9/6; Roxin, AT I, §24 
Rn.12; LK-Schroeder, §16 Rn.158; Kaminski, Der objektive Maßstab , S.36f.). 그렇다면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용어 대신에 주의위반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주의
(의무)위반이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문제되는 것
이다.

55) Roxin, AT I, §24 Rn.1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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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구성요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과실범도 독립적

인 주관적 구성요건을 가지게 된 것이다.

b)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조동일성 여부

결국 문제는 종래 과실론의 중심적 개념들이 객관적 귀속이론의 개념과 형상들

로 대체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 연결된다. 종래 통설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성요건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Aliud: 질적구별설)으로 보아 왔다.57) 과실범

의 구성요건은 결과의 야기 이외에 항상 주의의무위반을 요구하지만, 고의범의 

구성요건은 고의에 의한 결과의 야기만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의범

의 구성요건도 주의의무위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Plus-Minus: 양적구

별설).58) 예컨대 고의살인죄를 범하면서 주의의무위반을 하지 않는 사례를 생각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살해를 인식․의욕하면서 그러나 ‘주의의무 위
반 없이’ 즉 허용된 위험의 범위 내에서 사람의 사망을 야기한 자는, 예컨대 복싱 

운동경기 중에 상대방의 머리에 정확한 타격들을 (불가능하겠지만) 수없이 여러 

번 날린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어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

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한편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긍정되면 행위자에게 주

의의무위반이 긍정된다.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모든 주의를 다하여’ 을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 을 경우에는, 당연히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갑은 해당 생활 역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하 고 따라서 

개념정의로 보면 “과실로” 행위한 것이다. 물론 하나의 개념 속에 다른 하나의 

부존재를 넣어 해석함으로써, 예컨대 과실치사란 주의에 위반하여 ‘고의 없이’ 사

람을 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여59) 용어상으로는 배제관계(Exklusivität)를 만들어 

56) 고의범와 과실범의 구조적 유사성에 관해서는 Maurach/Gösse/Zipf, AT Ⅱ, S.91, 93; 
Schmidhäuser, FS-Schaffstein, S.129f.; Wolter, in: Wolter(Hrsg.), 140 Jahre 
Goltdammer’s Archiv, S.271; Jakobs, Studien, S.47. 이에 반하여 구조가 상이하다는 주
장으로는 Hirsch, “Handlungs-, Sachverhalts- und Erfolgsunwert,” FS-Meurer, 2002, 
S.19; Hirsch, “Zu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FS-Lenckner, 1998, S.139f.

57) 임웅, 형법총론, 480면; 오 근, 형법총론, 2002, 230면 참조. Jescheck/W eigend, AT, 
§54 I 2. 또한 Schünemann, “Über die objektive Zurechnung,” GA 1999, 220f.도 동일
시에 반대하고 있다. 분명하지는 않으나 조훈, “고의≥과실?”, 고시연구 1999/12, 65면 
이하도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8) 대표적으로 Jakobs, AT, 9/4; NK-Puppe, §15 Rn.6. 그리고 이호중, 전게논문, 형사법연
구 제11호, 74면; 조상제, “형법상 과실의 체계적 정서”, 고시계 1998/9, 56면.

59) 임웅, 형법총론, 487면 참조. Vgl. Herzberg, “Der Vorsatz als Schuldform, als ali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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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60) 그러나 이는 실제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따른다면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단순과실과 중과실, 

미수와 기수, 보통살인과 존속살인 등을 모두 반대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는 언어가 반대되는 것처럼 만들어 내는 것이지,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고의로 행위한 사람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행위한 것이 아주 명백

하기 때문에 과실범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다.
이와 같이 고의범의 구성요건은 이미 주의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61) 객관적 귀속에 의하여 주의의무위반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62) 이 점을 지적하여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고의범과 과실범에 공

통되는 객관적 귀속의 일척도라고 표현한다.63) 그러므로 고의범과 과실범은 본질

적으로 다르다는 기존의 범죄론을 그대로 두고, 그러면서도 또한 이에 덧붙여 고

의범과 과실범에 모두 공통되는 객관적 귀속을 논의하는 것은 이중의 척도가 중

복되어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64)

c) 비판적 검토

이러한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과실론은 언뜻 보기에 과실범의 개념을 근본

으로부터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 

머물러 있다. 기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사용 용어이다. 특히 새로운 과실개념의 
객관적 측면이 그러하다. 이 견해에서 강조하는 위험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통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설은 해당 생활 역의 

표준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문제된 행위가 위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묻는다. 이

는 객관적 귀속이론이 강조하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도 마찬가지이다. 행

위가 위험하기만 하면 해당 생활 역의 표준적 일반인은 그러한 행위를 그만두

zur Fahrlässigkeit und als Wissen und W ollen?,” 50Jahre Bundesgerichtshof, Festgabe 
aus der Wissenschaft, Bd.IV, 2000, S.61.

60) Vgl. Maurach/Gössel/Zipf, AT II, S.98f.
61) Herzberg, “Die Sorgfaltswidrigkeit im Aufbau der fahrlässigen und der vorsätzlichen 

Straftat,” JZ 1987, 538; Herzberg, “Vorsatz und erlaubtes Risiko,” JR  1986, 8.
62) Roxin, AT I, §24 Rn.88; Herzberg, “Das vollendete vorsätzliche Begehungsdelikt als 

qualifiziertes Versuchs- und Fahrlässigkeits- und Unterlassungsdelikt,” JuS 1996, 381.
63)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469면.
64) 임웅, 형법총론, 133면; 김성돈, 전게논문,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165면; 김성돈, 
전게논문, 고시계 2002/12, 3면; 이호중, 전게논문, 형사법연구 제11호, 7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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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위험은 어차피 감수되어야 할 수밖에 없고 따라

서 허용된 위험으로 간주된다. 현대의 행위불법론은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허용

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 즉 주의의무위반을 전제로 한다.65)

객관적 귀속이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과를 인과적으로 야기하는 행위에 

있어서 위법한 경우가 예외이고 적법한 경우가 오히려 원칙이라는 관계를 고려

하여 기초지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귀속이론에서는 불법의 일차적 요건을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허용된 위험의 창출이라고 내세운다. 실제적으로 보면 주의

의무의 개념이 객관적 귀속의 일반적인 기준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은66) 타

당한 것으로 보인다.67) 객관적 귀속이론의 새로운 점은 종래 통설이 주의의무를 

설명하면서 사용하던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 주의의무위반을 대체했다는 데 그친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이라는 용어가 본질적인 관점

을 더 직접적으로 말해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내용적으로 
과실이론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과실의 본질을 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

에 ―객관적 귀속의 척도인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과 함께 병렬적으로 그리

고 그 판단도 동시에 내려지는 것으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과실범의 구성

요건요소로 함께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68) 이 견해는 과실

범의 구성요건요소에서 ‘객관적 귀속’만을 인정하면 (고의와 구별되는) 과실의 본
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병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판단은 동시에 내려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질이 동일한 것을 단순히 병렬시켜 놓고 서로 다른 용어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과실의 본질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에 있

다는 지적은 반대로 고의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본질로 하지 않는다는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결국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객
관적 귀속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은 본질적인 점에서 같은 것이다.

그리고 위 견해는 “과실범체계의 신경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귀속론

을 수용하여 객관적 주의의무의 기능과 체계적 지위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없

65) NK-Puppe, §15 Rn.6.
66) Roxin, AT I, §24 Rn.12.
67) Kretschmer, Jura  2000, 269.
68)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4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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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다.69)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모두 과실

불법의 객관적 요소 내부에서의 문제에 불과하다. “과실범체계의 신경향”이 논란

되는 것은 ―그 용어가 어찌되었든 그러한 객관적 요소 이외에― 주관적 내지 

인적 요소가 과실불법을 함께 근거짓는가 아니면 책임요소로 볼 것인가 하는 가

치적인 문제가 그 뒤에 놓여있기 때문인 것이다.

C. 객관적 판단의 실현불가능 ―범죄체계상 모순

통설의 전통적 기준인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나 객관적 귀속이론이 요구하는 

‘객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서의 비판이 있다. 이들 

견해가 주의의무나 위험을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통설에서는 판단의 척도로 특수지식을 고려하는데, 이는 순수하게 객관적인 판단

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상의 이유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는 과실행

위의 불법을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행위자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Struensee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일부로서 ‘객관적 위험판단’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은 단지 ‘행위와 결과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인

과관계’만으로 한정된다. 목적적 행위론자인 Struensee는 그 대신에 이를 주관적 

역에서 해결하려고 한다.70) 고의범의 경우에 상응하게 Struensee는 이를 과실행

위자의 구체적 의사반가치(Intentionsunwert)로 구성한다. 과실행위도 위험스러운 
사태(Risikosyndrom), 즉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태와 목적

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주관적 구성요건 차원에서 고의범의 경우는 

고의, 과실범의 경우는 구성요건착오와 유사한 기준으로 검토하려는 이론적 시도

이다. 행위자가 객관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행위한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그 

상황을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하여 행위한 것이라면, 이는 주관적으로 주의의무위

반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주의의
무 사태에 관한 인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71)

이는 과실범을 목적적 행위론에 입각하여 파악하려고 하는 견해로서 전통적인 

견해와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69)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470면.
70) Struensee, “Der subjektive Tatbestand des fahrlässigen Delikts,” JZ 1987, 53ff.
71) Vgl. Renzikowski, Restriktiver Tatbegriff und fahrlässige Beteiligung, 1997, 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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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과실불법을 근거지우기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필수적인 요소

이다. 이는 무시할 수 없다. Struensee는 이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단지 다른 측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객관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식가

능한 사정과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의 특수지식을 기초로 하여 볼 때― 허용되

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는가를 묻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행위자

가 구성요건이 실현될 사태에서 인식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 위험인지를 묻고 있
다. 사실상 이는 ‘행위자가 허용되지 아니할 사태를 인식하지 못한’ 객관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형태만 다른 ‘주의의무 개별화

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객관적 판단 특히 객관적 위험판단을 개별적 회피가

능성 문제에 앞서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D. 객관적 표준인과 관련된 문제

통설적인 과실론의 중심적 요소의 하나가 해당 생활 역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객관적 표준인이다. 객관적 표준인을 상정하여 판단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

가 있는가? 해당 생활 역에서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객관적 일반인을 상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72) 해당 생활 역을 조금 넓게 혹은 조

금 좁게 (의사, 전문의사 등으로)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서 

결국 개별화설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객

관적 표준인을 원용하는 것도 비판된다. 이 표준인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

과 척도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사고 속에서 상정한 표준인을 중간에 개입시키

지 말고, 직접 그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Ⅴ. 과실범의 기본구조 ―특히 불법구조에 관한 평가적 고찰

A. 과실불법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가진다

과실범의 불법은 우선 객관적 측면이 있다. 이 객관적 측면은 인과적인 ‘결과’

의 야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가 일정한 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72) Freund, AT, §5 Rn.2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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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이어야 한다.73) 바

로 이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학설이 객관적 귀속이론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설도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74) 용어

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라는 말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75) 불법의 객관적 

측면을 나타내 보여주는 데 더욱 적절하기 때문이다. 행위가 법익보호에 부정적

인 성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직접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실범의 불법을 이루는 것으로서는 범행의 객관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범행의 주관적 측면도 불법을 이루는 것이고, 단지 책임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

다. 고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불법은 범행의 주관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과실

불법에서 행위자와 관련되는 인적 측면이다. 이러한 인적 측면이 바로 형법상 불

법의 특징이 된다. 불법의 인적 측면은 고의범에서는 행위자가 법익보호에 반하

는 결심을 하 다는 것이고, 과실범에서는 행위자가 법익보호에 주의하도록 의무
지워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인적 측면은 용어상

으로는 ‘주의의무위반’이라는 말이 더욱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범행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고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즉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은 행위자의 주의결여의 구체적 결과이어야 한다. 이러한 연관성은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주의의무를 준수함에 의하여 회피가능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준수하더라도 위험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면, 적어도 과실

범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구체적 연관성이 결여되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주의의무와 허용된 위험의 관계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닌 것으

로 생각된다. 허용된 위험의 한계는 주의의무에 의하여 결정되고 동시에 허용된 

위험은 주의의무의 정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행위자의 행위가 

주의의무에 위반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넘은 것인가 아니면 허용된 

위험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이

론적 논의는 많지 아니하다. 우선 주의의무의 문제는 결과발생의 구체적 가능성, 

즉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다.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73) Roxin, AT I, §24 Rn.14ff; Gropp, AT, §12 Rn.65ff.; W eigend, “Zum Verhaltensun-
recht der fahrlässigen Straftat,” FS-Gössel, 2002, S.134.

74) NK-Puppe, §15 Rn.1, 6.
75) Vgl. Giezeck, “Normative Voraussetzungen der Tatbestandsverwirklichung einer fahrläs-

sigen Straftat,” FS-Gössel, 2002, S.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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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주의의무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식사․수면․산책․독서와 같은 단순한 일

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떠한 주의의무가 전제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

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서도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76) 그 위험을 제한하고 심지어 배제하도록 행위해야 한다. 그

러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고 따라서 주의 깊게 행위하기 위하여 수

행해야 할 주의규정이나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때 주
의의무위반 여부는 허용된 위험의 정도, 즉 수용가능한 결과발생 개연성의 정도

를 초과하 는가에 달려있다. 지나치게 높은 정도의 위험발생은 행위반가치를 인

정하는 요건이 되고, 그러한 경우에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77) 허용된 위험

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1차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주의의무의 인정은 부차

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허용된 위험인가 아닌가 주의의무위반인가 아

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수용가능한 결과발생 개연성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이론가가 아니라 실무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이론

의 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밑에서 간단히 다시 언급한다.

B. 과실행위 불법은 객관적 척도와 개별적 척도가 모두 고려된다

과실행위의 불법에 관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보면, 과실행위의 불법에서 문제

되는 것이 객관적 척도인지 아니면 개별적 척도인지에 대한 결론이 자연히 도출

되어 나온다. 즉 과실불법에서는 객관적 척도와 개별적 척도 양자 모두가 문제되
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 판단의 문제

이다.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객관적인 최고의 지식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 혹은 해당 생활 역의 객관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이와 전혀 상

관이 없는 것이다.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는 행위가 법질서에 일치하는가를 결정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일반화의 필요성이 고려되
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통설이 핵심을 올바르게 보고 있다. 그러나 통설의 잘못

76) Gössel, “Alte und neue Wege der Fahrlässigkeitslehre,” FS-Bengl, 1984, S.23, 31; 
Weigend, FS-Gössel, S.134.

77) Kremer-Bax, Verhaltensunrecht, S.45; Schroeder, JZ 1989, 779; Wolter, 140 Jahre 
Goltdammer’s Archiv, S.313, 316; Maurach/Gössel/Zipf, AT II, S.109; Weigend,   
FS-Gössel, S.134; Giezeck, FS-Gössel, S.125.



李 用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2호 : 227∼256250

된 점은 불법이 이것만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즉 이것만을 불법과 관련되는 주의

의무나 과실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행위자가 인적 불법을 실현했는가’ 즉 ‘행위자가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

무를 이행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화된 척도가 타당하다. 여기에서는 개인

에게 어떠한 주의력과 능력이 요구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므로 추상적 표준인

을 기초로 하는 척도는 맞지 아니한다. 이 점을 새로운 학설은 올바르게 파악하
고 있다. 주의의무의 개념은 불법의 이러한 인적 측면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주의의무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C.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설정필요성 여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지식을 객관적 위험판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객관적 

판단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체계적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객

관적인 사정’을 판단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지 이 객관적 사정을 

행위자도 알고 있다는 것뿐이다. 행위가 아닌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은 단지 추가

적인 선별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선별기준은 개별사례의 검토에서 사정에 

따라서는 미리 주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D. 해당 생활 역의 표준적 일반인

(1) 해당 생활 역의 한정 ―일정한 행위의 전제조건 문제

해당 생활 역을 어떻게 한정하는가의 어려움 때문에 해당 생활 역의 객관적 

일반인이라는 표준은 포기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한

다.78) 통설은 일정한 생활 역에서 개개의 행위를 하는 데에는 일정한 지식이나 

능력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바탕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에 의할 

때에만 의미 있고 근거 있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판단

과 규범설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으려면 이러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

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일정한 행위를 하는 데에 일정한 지식과 능력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해서 적법한 행위와 불법이 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

78)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476면; W olter, GA 1977, 260. Vgl. S/S-Cramer/Sternberg- 
Lieben, §15 Rn.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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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 역이

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일정한 행위의 전제조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표준적 일반인의 행위척도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기준 문제

일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이를 무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표준적 일반인도 어떠한 척도를 필요로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는 바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이익형량의 관점이라는 언급이 실제로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79) 위험이 감수되

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생활 역의 표준적 일반인 자신이 이익형량

의 형태로 이를 결정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한계지우는 규범적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해당 

생활 역의 표준적 일반인은 위험에 대한 평가와 행위의 원칙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위험들은 일정한 생활 역에서 ‘일반적인 생활위험 내지 잔

존위험’으로서 감수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호되

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척도가 되는 원칙들이 있다. 이러한 원칙들도 해당 생활 역의 표

준적 일반인이 따라야 하는 것들이다. 하나는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위험

이 다른 사람에 대해 직접적이지는 않은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귀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생활 역의 표준적 일반인은 자신의 행위가 직

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위험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지 스스로

에게 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든가 혹은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다른 하나는 사물을 다룰 때에는 스스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표준적 일반인은 다른 사람 

스스로가 사물을 위험하지 않도록 다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 피해입을 훼손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행위자가 일정한 

사태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고 또한 예외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 여부의 판단이나 표준인의 판단에서 따

라야 할 기준이 된다는 기본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80) 그리고 과실범 구성요건

79) 이익형량에 관해서는 Engisch, Vorsatz und Fahrlässigkeit, S.2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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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의의무의 요구를 개별화하는 입장에서도 허용된 위험의 역에서는 객관

적 척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81) 이와 같이 허용된 위험을 인정하는 것은 과실

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광범위하게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다.82)

Ⅵ. 나가며

A. 과실개념의 새로운 모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실범의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진행

되고 있다. 통설의 과실행위 모델에 대한 소수설의 새로운 비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변경이 요구되었고 또한 이루어

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소수설이 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은 아니

다. 통설의 핵심부분은 새로운 관점들에서도 여전히 ―경우에 따라서는 용어를 

달리하여― 자리잡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볼 때 과실과 고의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에 있다83)는 형법사고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강한 향을 유지하고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84) 장래에는 동일화의 

경향이 증대되고 고의와 과실의 카테고리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

을까 생각해 본다.85)

여러 가지 논란들을 살펴보면 결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순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순전히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찬성하

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다. 행위반가치가 객관적․주관적 표지들의 의미통일체

로서의 행위를 고려하는 것이라면,86) 과실범의 구성요건도 역시 객관적 기준과 

80) Schünemann, “Unzulänglichkeiten des Fahrlässigkeitsdelikts in der modernen Industrie-
gesellschaft,” FS-Meurer, 2002, S.41에 의하면 허용된 위험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평균
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81) Jakobs, “Das Fahrlässigkeitsdelikt,” ZStW Beiheft Teheran, 1974, S.21. Vgl. SK-Samson, 
§16 Rn.14, 16.

82) Schünemann, JA 1975, 514.
83) Jescheck/Weigend, AT, §54 I 2.
84) 김일수, 한국형법 Ⅱ, 개정판, 1997, 299면; 조상제, 전게논문, 고시계 1998/9, 55면; 
김성돈, 전게논문,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179면.

85) Vgl. Mitsch, “Fahrlässigkeit und Straftatsystem,” JuS 2001, 112.
86) Gallas, “Zur Struktur des strafrechtlichen Unrechtsbegriffs,” FS-Bockelman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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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과실불법이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다

는 인적 관련성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가가 구

성요건에서 심사된다는 제한된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고의범과의 구조일

치성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적 행위불법은 

구성요건에서 범행실현행위라는 객관적 기준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서로 관련

된 것들을 나누지 말고 또 가능한 한 법익보호에 충실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보

면, 주의의무는 수범자가 결과회피를 위하여 모든 지식과 능력을 이행해야 한다

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87) 그렇다면 행위자만 회피가능한 침해행위를 하는 것

도 금지된다. 그러므로 개인적 주의의무는 이미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위치하게 

된다. 결국 과실불법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두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B.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

이렇게 본다면 주의의무의 기준을 결정할 때에도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

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거나 혹은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면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긍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존재하

면 수단적․도구적 능력이 행위자에게 결여된 경우에도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객

관적 주의의무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주관적으로 가능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에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따라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긍정되면 행위자에게 주의

의무의 이행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책임단계에서 가벌성

이 배제될 여지가 ―개인적 주의능력을 오로지 구성요건에만 위치시키면― 없

게 된다는 단점이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과실범에 원용하

여 주관적 과실이 행위반가치를 내포하는 요소가 되며 그리고 동시에 과실책임

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88) 구성요건고
의와 고의책임비난을 구별하듯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주관적 주의의무위반과 

S.159.
87) Herzberg, Jura  1984, 410.
88)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von Verhalten,” Gefahr und Verletzung 

in einem funktionalen Straftatsystem , 1981, S.156; 김일수, 한국형법 Ⅱ, 388면. 그러나 
이러한 이론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반대하는 견해는 김성돈, 전게논문, 형사정책연구 제
6권 제4호,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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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관련되는 비난가능성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실불법은 객관적 규범위반요소와 주관적 규범위반요소로 구성된

다고 보면, 다수설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성요

건에 해당하는 주의의무위반이 긍정된다. 그러므로 구성요건단계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개별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예방을 무시하지도 않고 객관적․일반

적 행위규범의 해체를 가져오지도 아니할 것이다. 행위기준을 판단키 위해 개인
은 단지 자신의 판단능력에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최소기준에 주의해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입장에 의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인정

되지만 주관적으로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행위의 위법성은 긍정

되므로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게 된다. 정당방위의 경우에도 소수설의 단점을 갖

지 아니한다. 이러한 효과는 개별화설과 다르고, 다수설과 같다. 그러나 개별화설

이 주장하는 특수능력의 고려를 체계 안에 수용하므로 이 점에서는 다수설과 다

르다. 그리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불법구성요소로 인정하고 그 최소요구와 관련하

여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요구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

칙 그리고 평등원칙의 형식적 관점에도 충실할 수 있다. 특수능력자에게는 더 높

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법익보호를 가능한 한 넓게 보장함으로써, 개별

적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원칙의 실질적 관점에도 충실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과

실범 구성요건에서 주의의무의 척도를 결정함에 객관적 규범위반요소와 주관적 

규범위반요소의 양자를 인정하고, 개인적 주의의무위반은 불법과 책임에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고의범과 과실범의 범죄체계론상의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 위에서 본 다수설과 소수설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고 단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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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um Wandel der Fahrlässigkeitslehre

Prof. Dr. Yong-Sik Lee*

89)

Man halt das Fahrlässigkeitsdelikt für ein bedeutsames eigenes Wesen, das    

überhaupt anders als Vorsatzdelikt ist. Aber Das Grundverständnis von Unrecht 

und Schuld ist in einem deutlichen Wandel. Dieser Wandel im Grundverständnis 
von Unrecht und Schuld im Strafrecht weckt freilich das Bedürfnis nach 

starkeren dogmatischen Anderungen auch der Fahrlässigkeitstat.

Die gegenwartige Fahrlässigkeitsdogmatik ist ziemlich verwirrend. Der Streit 

betrifft aber kaum die Ergebnisse und Falllösungen, vielmehr über die adaquate 

Konstruktion des Fahrlässigkeitsdelikts. Hauptstreitpunkt sind dabei die Fragen, ob 

das Unrecht mehr generalisierend oder individualisierend zu verstehen sei; ob es 
sinvoll ist, mit objektiven Maßfiguren zu arbeiten; ob die herkommlichen 

Zentralbegriffe der Fahrlässigkeitsdogmatik durch die Begriffe und Figuren der 

objektiven Zurechnungslehre ersetzt werden sollten, und inwieweit es sinnvoll ist, 

objektive Urteile, insbesondere Gefahrurteile der Frage der individuellen Vermeid-

barkeit vorzuschalten.

Hinsichtlich der Unrechtsstruktur des Fahrlässigkeitsdelkts sollte mann sagen, 
dass das Unrecht des Fahrlässigkeitsdelikts zunächst eine objektive und auch eine 

innere Seite. Die objektive Seite besteht nicht nur aus der kausalen Herbei-      

führung des Erfogs. Die Handlung des Täters muss eine bestimmte Qualität    

erfüllen. Sie muss namlich eine mißbilligte Risikoschaffung in Richtung auf den 

tatbestandsmaßigen Erfolg. Das sagt die objektive Zurechnungslehre sehr deutlich. 

In der Sache erkannt das auch die traditionelle Lehre mit dem Begriff der 
objektiven Sorgfaltswidrigkeit schon an. Terminologisch ist die Rede vom 

mißbilligte Gefahr gleichwohl vorzugswürdig.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李 用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2호 : 227∼256256

Die innere Tatseite charakterisiert nicht erst und nur die Schuld. Schon das 

Unrecht besitzt eine innere Seite ähnlich wie das Unrecht der Vorsatztat. Es ist 

die personale Seite des Fahrlässigkeitsunrechts.

Auf dieser Sicht des Fahrlässigkeitsunrechts ergeben sich die Konsequenz, dass 

es kommt im Unrecht der Fahrlässigkeitstat auf einen objektiven und 

individuellen Maßstab ankommt. Soweit die Frage der objektiv mißbilligten 
Gefahrschaffung zu beurteilrn ist, geht es um eine objektive Beurteilung. Hier 

wird durchaus auch Bedurfnissen der Generalisierung Rechnung getragen. In 

diesem Sinne hat ist traditionelle Auffassung richtig. Aber es ist falsch, das 

Unrecht hier endet und nur damit das Unrecht der Fahrlässigkeitstat ausgegeben 

wird. Soweit es um die Frage geht, ob der Täter personales Unrecht verwirkicht 

hat, ist ein individualisierender Maßstab sachgerecht. In diesem Punkt ist die 
neuere Auffassung richtig. Nach allem kann man so sagen, dass es im Unrecht 

des Fahrlässigkeitsdelikts m.E. um beides geht.

Die neuere Kritik an traditionellen Modell der Fahrlässigkeitstat ist in 

manchem berechtigt. Sie zwingt zu gewissen Anderungen. Aber kann von einer 

volligen Umgestaltung keine Rede sein. Die Kernstucke des traditionellen 

Konzepts findern sich auch in neuerer Auffassung wieder. Unter Umstanden sind 
sie terminologisch verand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