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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상당인과관계설의 이론적 의미와 한계
―상당성의 본질―

1)

李 用 植*

Ⅰ. 상당성의 본질 되짚어 보기

1. 이론전개의 역사적 고찰

행위자의 행위에 귀속되어야 할 결과의 범위를 결정지울 때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화를 통한 고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1) 일반적인 

관찰을 통하여 Bar는 그것이 없었다면 통상적이었을 인과경과를 변경했다고 생

각되는 조건인 행위가 원인이며, 사태의 통상적 경과 내에 존재하는 결과가 행위

자에게 귀속된다, 즉 이례적인 것이 개입되면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 다.2) 그런

데 조건으로부터 원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가능성의 개념을 정면에 내세운 

것은 Kries이다. 그는 1886년 확률론에 관한 저서를 발표하고 거기서 형법학 등 

개별과학에서 ‘객관적 가능성’의 개념이 응용가능함을 지적하 다.3) 그리고 그 응

용을 스스로 펼쳐 보인 것이 1888년에 발표된 상당인과관계설 논문4)이다.5) 우선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2001, 146면;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2002, 125면.
2) Ludwig von Bar, Die Lehre vom Causalzusammenhang im Rechte, besonders im 

Strafrecht, 1871, S.11, 21.
3) Johannes von Kries, Die Principien der Wahrscheinlichkeits-Rechnung, 1886, S.75ff.
4) v. Kries, “Ueber den Begriff der objektiven Möglichkeit und einige Anwendungen 

desselben,” Vierteljahrsschrift für wissenschaftliche Philosophie 12(1888), 179ff., 287ff., 
393ff. 그 요지를 형법학자들을 향하여 다시 이야기한 것이 v. Kries, “Über die 
Begriffe der Wahrscheinlichkeit und M öglichkeit und ihre Bedeutung im Strafrecht,” 
ZStW  9(1889), 528ff.이다.

5) Tarnowski, Die systematische Bedeutung der adäquaten Kausalitätstheorie für den Aufbau 
des Verbrechensbegriffs, 1927, S.48f.에 의하면 Kries의 목표는 법적 인과관계개념을 연
구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가능성 개념의 일반적 의미를 보여주는 데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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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학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논의 속에서 말할 때 인과성에 관한 명제

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개별적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그것이 

현실적으로 왜 발생했는가를 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조

건-결과의 법칙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후자는 종래 필연적인 관계를 의미해

왔다. 그런데 Kries가 내용을 해명한 ‘객관적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가능적인’ 법칙적 관계로까지 의미대상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
떤 행위가 ‘결과야기의 일반적 경향을 갖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례에 특수하게 

우연히 하나의 시초(계기)가 된 것’에 지나지 않는가가 문제될 것이다. 예를 들면 

마차의 마부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섰고 그런데 잘못 들어

선 길에서 벼락을 맞아 마차손님이 사망한 경우에, 마부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

은 사고의 ‘계기’이기는 하지만 결과발생에 ‘일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인 관계’를 포착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인 계기를 다루는 인과성이론
은 무력하며 개연성이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개연성이론에 의할 때 어떤 행위

가 있음으로써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어떤 

행위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증대시킨 경우란 그 행위가 결과를 조성하는 사정

(begünstigender Umstand)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 같은 조성적 상

황이 A와 B 사이에 일반적으로 성립하고 있을 때 A를 상당원인, B를 상당결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형법상의 원인개념에 응용하여 Kries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결과

에 대해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우연히 야기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것은 ‘상당한 결과’가 아니면 안 된다고 보았다. 이는 보편적 법감정의 요청

(allgemeines Rechtsgefühl)이라고 한다. 사물의 본성은 단지 1회적으로 구체적 상

황에서 작용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황에 작용함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도 어떤 자의
적 상황 하에서가 아니라 일반적 조건 하에서 일반적 가능성을 관찰하는 방법으

로 판단하는 것이 세련된 법감정(gebildetes Rechtsgefühl)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당성이 요구되는 것은 법률 자체가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 쉬운 기

본범죄에 관해서만 결과적 가중범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6)

이것이 Kries에 의한 상당인과관계설의 제창이고 기초지움이었다. 그후 상당인

6) v. Kries, Möglichkeit, S.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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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설은 독일의 일부 형법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를 얻었고, 민사에서는 판례

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7) 그러나 현재 형법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은 독일에

서는 이미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소멸된 것이라기보다는, 객관적 귀속이론으

로 그 내용이 흡수되어 전개되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

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판례도 상당인과관계설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

라 학설에서도 상당인과관계설이 예로부터 압도적 통설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에
는 별로 지지자를 볼 수 없다.8)

2. 논의의 출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당인과관계설에 관한 논의는 상당성판단

에서의 판단기초의 범위에 관한 견해의 대립만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머물러 있

다. 이는 물론 객관적 귀속이론이 우리 학계를 점령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을 것

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객관적 귀속이론을 기본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회의론이 일부 대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9) 그런데 상당인과관계설을 지지하

는 학자들은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면서 결과의 귀속문제는 상

당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의 객관적 예견가능성

이나 회피가능성을 통해서도 객관적 귀속만큼이나 타당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10) 혹은 상당성판단의 핵심은 경험적 통상성이며, 이는 객관적 예

견가능성이라는 척도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설은 그 구체적 유

형화 작업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시인하기도 한다.11) 이들은 결과귀속에 관하

7) Robert von Hippel, “Die allgemeine Lehre vom Verbrechen im Strafgesetzentwurf vom 
1925,” ZStW  47(1927), 27은 민사와 대비하여 재산적 법률효과만을 발생시키는 민법
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이 채택되고 있는데, 생명․신체․자유에 관계되는 형법이 예측
불가능한 우연에 의하여 죄책을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독일 형사판례가 상
당인과관계설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 Jescheck/Weigend, AT, 5.Aufl., 1996, S.285는 
고의․과실에 의한 형사귀책의 한정이 충분히 기능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8) 현재 대표적인 지지자로는 배종대, 형법총론, 제6판, 2001, 183면; 오 근, 형법총론, 
2002, 191면. 그리고 도중진, “형법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비교형사
법연구 제2권 제2호, 2000, 26면; 이건호, “형법 제17조의 위험발생의 의미와 상당인
과관계설,” 형사법연구 제17호, 2002, 39면.

9)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제9판, 2002, 209면 이하; 임웅, 형법총론, 133면 이
하. 그런데 이와 대비되어 우리판례의 상당인과관계설은 최근에 와서 ―실질적으로는
― 인과관계론이 아닌 결과귀속론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0) 이건호, 전게논문,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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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직 상당성이라는 관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상당성의 의미와 내

용에 관하여는 제시하는 바가 거의 없다. 즉 상당인과관계설의 주장자들도 상당

성의 본질에 관하여 별다른 연구가 없다. 상당과 우연을 나누는 개연성의 정도에 

관한 논의도 별로 없는 실정에 있다. 상당성이란 것을 부여잡고만 있지 그 의미

를 밝히고 채우는 작업은 행하여지지 않고 있어 상당인과관계설은 한 걸음도 앞

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성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러한 일부
학설과 우리의 판례 그리고 종래의 통설이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거기에 무

엇이 있기에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는 것인가? 상당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

엇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인가? 필자에게 그에 대한 의문과 관

심이 생겨났다. 이는 결국 상당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로 연결된다. 상

당성을 요구하는 근거가 논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과 우연

을 나누는 개연성의 정도 문제나, 상당성판단에서의 판단기초의 범위에 관한 견
해에도 향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판단기초에 관

한 논쟁을 다루어 보고 다시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로 되어

지는 근거를 살펴보아 상당인과관계설의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데 상당인과관계설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형법이론

적으로 객관적 귀속이론이 학계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상당인과관계설 자체를 다룬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상당성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본 논문의 이론적 연구가 예전의 몇몇 문헌에 특히 의존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고백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의 주장자들은 단순히 상

당성을 주장만 할 뿐, 상당인과관계설의 의미를 탐구해 들어간다거나 상당성에 

새로운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

인과관계설을 주장하는 일부학설이나 실무가들의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기대하

여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이 서로 대화하며 의
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설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판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상당인과관계

설이 본래 가지는 이론적 의미를 이해하려는데 중심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논의

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11) 도중진, 전게논문,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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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당인과관계설의 세 가지 입장 ― 상당성의 판단기초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 자체를 중요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구성요건단계

에서 귀책범위를 한정하려고 시도한다. 즉 인과관계 자체가 법적 관점에서 제약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생활상의 일반적 경험지식이라
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과귀속을 한정하고 있다.12)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의 명제에 따르면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경험상 통상적일 때’ 행위의 결과에 대한13) 상

당성이 인정된다. 독일의 민사판례는 Traeger에 따라14) “발생한 종류의 결과의 

객관적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적지 않게 높인(die objektive Möglichkeit eines Er-

folgs von der Art des Eingetretenen generell in nicht unerheblicher Weise erhöht 
hat) 행위”라는 공식을 쓰고 있다.15) 상당인과관계설이 조건설을 전제로 하는가에 

관하여 다수의 학자는 침묵하고 있으나,16) 결과에 대해서 조건관계가 인정되는 

행위 중에서 상당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상당인과관계설이라고 하겠다.17) 즉 상당성은 조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인

과관계를 다시 더 한정하는 원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르면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느냐 아니냐

에 따라 인과관계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사정을 기초

로 해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른바 판단기초의 문제

이다.

12) 그렇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을 일반화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와 대비하여 원인
설은 개별화설이라고도 한다.

13) 상당성판단은 일반화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결과의 관계가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도대체 어떠한 내용까지 갖는 행위냐 하는 문제
인 행위의 추상화 정도는 판단기초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런데 결과를 어디까지 추상
화할 것이냐는 정면으로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것은 상당성이 조건관계를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조건관계를 판단할 때 사용된 결과를 여기에 사용하면 된다는 것인지 

모른다.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상당성판단이 규범적인 귀속제한판단이라
면 그와 같이 해석하여도 상관없다고 생각된다.

14) Traeger, Der Kausalbegriff im Straf- und Zivilrecht, 1929, S.159.
15) BGHZ 3, 261.
16) 명시적으로 조건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없는 것 같다.
17) 배종대, 형법총론, 180면. 또한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2003, 140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146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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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주관설은 행위시에 행위자가 현실적으로 인식․예견한 사정 또는 인식․예견

할 수 있었던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한다.18) 그런데 이와 같이 판단하면 인과판

단이 책임판단에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되어버려, 과연 인과관계 레벨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필요한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상당성의 

판단에 사용되는 법칙적 지식(판단기준)은 인간의 모든 경험지식일 것이다.19) 그

리고 본래 판단의 존재적 기초(판단기초)와 법칙적 지식(판단기준)은 동일한 기준
으로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관설이 법칙적 지식을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것에 한한다고 하면, 상당성은 책임판단이 되어버려 독자적인 의미를 잃

게 된다. 결론상으로도 주관설은 귀책범위가 너무 좁다. 예컨대 피해자의 특이체

질을 능력부족으로 알지 못했던 자는 능력부족 탓에 형사책임을 면하게 된다.20) 

그러나 갖가지 체질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무엇이 치명상이 되는가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21) 동일한 사
태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행위자에 따라서 긍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는 불

합리와 난점 때문에,22) 현재 이 학설을 지지하는 학자는 없다.

18) v. Kries, Möglichkeit, S.221.
19) Kries에게 있어서 상당성개념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가능성 개념으로 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191면은 이러한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
의 예로서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평소의 허약상태에
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경우 위 사인이 피해자

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을 앓고 있었던데 연유하 고 피고인이 피해자

가 허약함을 알고 있었으나 두뇌에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처 알지 못하 다면 피고인

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

었다고 할 것이다”라는 대판 1978. 11. 18, 78도1691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본 판례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설사 인과관계는 있다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을 사
용함으로써 반드시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행위자의 인식여부 부분이 예견가능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면, 본 판례는 인과관
계와 관련해서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나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판단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1) Rümelin, Die Verwendung der Causalbegriffe in Straf- und Civilrecht, 1900, S.130.
22) 이재석, “형법상의 인과관계론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정논총

(대구대) 제8호, 1993,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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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설은 행위시에 무엇인가 인식가능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사정

을 판단의 기초로 한다. 사후적으로 판명된 것이라도 좋다.23) 이것이 Rümelin이 

주장한24) 객관적 사후예측설(objektiv-nachträgliche Prognose)이다. 행위후에 판명

된 사정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후’적이며, 실행행위 종료시점에서 장래의 사태

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측’이다.25) 우리나라에서는 행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사정과 행위후의 사정 중 행위시에 경험법칙상 예견가능한 것을 기초로 상

당성판단을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26) 결과를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를 묻는 것이 인과관계론의 취지라고 한다면, 행위자의 주관에 의해 결

론이 달라지지 않는 객관설이 가장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질병이 개입되어 결과발생에 이르는 경우에 우리 대법

원은 이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을 거의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27)

(1) 행위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

그러나 모든 순간에는 장차 발생하게 되는 사태의 모든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

23)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러한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배종대, 형법총
론, 180면. 또한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191면 참조.

24) Rümelin, Causalbegriffe, S.19f.
25) Tröndle/Fischer, StGB, 50.Aufl., 2001, Vor §13 Rn.16b. 그런데 객관적 상당인과관계
설과 객관적 사후예측설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지적은 신양균, “형법상 인과
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9, 47면, 55면.

26)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146면; 임웅, 형법총론, 125면 참조.
27) 이러한 취지를 벗어난 예외로 거론되고 있는 유일한 판례로는 대판 1978. 11. 28선
고, 78도1961(앞의 주 20 참고). 물론 대법원이 특이체질의 경우 절충적 상당인과관계
설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 판례에서는 특이체질이라는 개입사정에 대한 예견가
능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부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다른 관점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판 1985. 4. 23선고, 85도303에 의하면 “피해
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
착증세를 가진 특이체질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자의 처도 피해자의 특이체질을 
몰랐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말다툼 중 피해자를 떠 어 엉덩방아를 찧게 한 정

도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
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인과관계는 긍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이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르고 있다면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당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는 이 판례를 본다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상당인과
관계설의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오히려 대판 1978. 11. 28
선고, 78도1961이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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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시에 인간에게 인식가능한 것만을 판단한다고 해

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28) 혹은 조건과 결과 사이의 합

법칙적 관계가 판단자에게 인식가능했던 여러 사정으로 보아 충분히 개연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가를 말하는 판단에 지나지 않게 된다. 어느 쪽이든 조건관

계를 제한하려는 상당인과관계설의 근본취지가 몰각될 것이다.29) 그리하여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건설과 구별되지 않게 된
다는 비판이 있다.30)

그래서 Rümelin은 비전형적 인과경과의 사례에 관하여 ‘타당성을 고려한 수정’ 

(Billigkeitsmodifikation)이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다른 후속사태와 단지 시간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을 갖게 

된 사례에서는, 후속사정의 제조건이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행위자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다면 ―이들 조건이 설사 제1행위시에 존재했었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후속사정의 조건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31) 예컨대 구급차 사

고사례에서 행위자의 상해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를 후속 교통사고에 시간적․공

간적으로 관련성을 갖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갖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머지

않아 곧 구급차와 충돌하게 될 자동차가 상해행위시에 이미 도로상을 주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위자에게 인식되지 않았고 또 인식불가능이었기 때문

에 그 자동차의 존재는 판단기초에서 제외된다. 그리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성은 부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Rümelin의 이러한 수정은 결론의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해 행위자의 인식가능성

이라는 요소를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서, 이는 자신의 학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이 된다.32)

객관설에 귀속제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당성판단의 기초는 행위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이 아니라, ‘주의 깊은 일반인’, ‘과학적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만을 기초로 하는 견해도 있다.33) 그러나 이에 따르면 ‘주의 깊은 과학

28) Radbruch, Die Lehre von der adäquaten Verursachung, 1902, S.41.
29) Rümelin, Der Zufall im Recht, 1896, S.51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객관적 사후예측에 
의한 결론의 가혹함은 사면에 의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30) 임웅, 형법총론, 127면; 도중진, 전게논문, 7면; 이재석, 전게논문, 210면.
31) Rümelin, Causalbegriffe, S.130.
32) Liepmann, “Zur Lehre von der adäquaten Verursachung,” GA 52(1905), 350.
33) 심재우, “형법상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고시연구 1983/5, 37-38면 참조.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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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반인’ 이상으로 특히 어떤 사정을 알고 이것을 이용한 자는 처벌받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법칙적 지식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특히 행위자만이 

알고 있는 법칙성은 그것이 법관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한 판단기초가 되는 일

이 없을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34)

(2) 예견가능한 행위후의 사정

객관설이 행위시에 존재했던 사정은 모두 고려하지만, 행위후의 사정은 그 예

견이 가능했던 것만을 고려하여 행위의 전후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행위당시에 존재하는 사정은 일반인에게 인식이 가능했었다는 일단의 추

정이 가능하지만, 행위후에 발생한 사정은 인식이 가능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달리 취급된다는 견해가 있다.35) 그러나 일반인에게 인식불가능

이 명백한 행위시의 사정까지도 역시 판단기초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며, 또 추정-증명을 기초로 한다면 그러한 객관설이 판단기초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정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인식가능한 사

정이라고 보여진다.36)

또 양자는 인과계열이 다르므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37) 행위후의 사정은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다른 사태를 기점으

로 하는 별개의 인과계열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것이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결과

에 이르는 인과계열과 교차함으로써 이에 들어온 것이다. 행위후의 사정은 행위

자의 행위와 관련성은 갖는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행위의 필연적인 소산은 아

니다. 그것은 구급차운송이 기점이 되어 거기에서 파생된 별개의 인과계열이 행
위자의 행위 인과계열에 교차되어 들어온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행위후의 사

정은 우연의 산물이다. 이에 반하여 행위당시에 존재하는 사정은 행위와 직결되

어 인과적으로 이것과 일체가 되는 것이므로 행위-결과의 인과계열에 처음부터 

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사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정이 이전부터 

진, 전게논문, 8면은 이를 신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수정 객관적 상당성설)이라고 한
다. 그리고 이재석, 전게논문, 211면 참조.

34) Radbruch, Verursachung, S.43f.
35) 이재석, 전게논문, 213면 참조.
36) 이재석, 상게논문, 213면.
37) 이재석, 상게논문, 2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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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정이 행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

인가 아니면 행위후의 것인가는 그것이 인간의 인식가능한 역에 들어온 시점

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출발하는 인과계열

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곧바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38)

다음으로 두 사정에 대한 판단이 갖는 의미의 차이에서 판단기초에 포함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근거를 찾기도 한다.39) 행위시에 존재하는 사정은 실행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행위종료후의 사정은 그 

위험성이 결과에 실현되었는가를 묻기 위한 것이므로 이례적이 아닌 것에 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시에 있어서 실행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을 판

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실을 추상화시켜 그것에 법칙적 지식

(객관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모든 경험지식)을 적용하게 된다. 

사실의 추상화 기준으로서 인간의 ‘인식가능성’을 사용한다고 하면40) 행위시에 
존재한(존재했다고 법관이 인식하는) 사실이 모두 판단기초에 포함되며, 행위후의 

사정도 그것이 행위시에 경험법칙상 예견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미 인간의 인식

가능성의 역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면41) 그것도 판단기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객관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판단기초는 

행위시에 있어서의 실행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그것이라고 해석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하나의 인과관계가 진행하는 사정들 중에서 행위 당시의 사정과 행위 

후에 발생한 사정을 구별하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 구별도 유동적

이고 상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3.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절충설은 행위시에 일반인이 인식․예견 혹은 인식․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도 행위자가 특별히 인식․예견한 사정

을 판단의 기초로 한다.42) 일반인의 내용은 통찰력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하는 것

38) 이재석, 상게논문, 213면 참조.
39) 이재석, 상게논문, 212면 참조.
40) v. Kries, Möglichkeit, S.291f., 304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추상화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위험을 절대적 위험이라고 부른다.

41) 장래의 사실이 예견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원인)이 되는 모든 현재의 사실이 인
식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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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통이다.43) 절충설은 상당인과관계개념을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

구로 사용한다는 사상에 입각하여 Traeger,44) Engisch45)에 의해 주장되어 온 것

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했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하지만 일반인과 행위자의 2원적 구성을 취하는 근거는 이론적으로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다. Engisch는 (객관적) 의무위반성 판단을 위해서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것과 알아야 했을 것 양자가 기초가 된다고 하는데,46) 객관설이 부당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상당인과관계개념을 의사지배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으

면, 의사지배가능성은 자기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그후의 경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을 전제로 한다. 가능성판단이 일반인의 경험판단에 따른 객관적 가능성이기 때

문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며 동시에 행위자 개인이 인

식하고 있었던 사정이 기초로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절충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객관적 요건이 되는 인과관계에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가 혼입되어 행위자마다 인과관계의 존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47) 이 문제는 범죄론에서 인과관계요건이 가지는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

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인과관계를 객관적 귀책이든 주관적 귀책이든 묻지 

않고 ‘행위자에게 비난을 가하는 것이 정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사실의 

범위를 한계지우는’48) 구성요건의 일요소인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라고 본

다면, 주관적 요소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책임의 인식적인 측
면에 관해서는 인과관계론 안에서 정형적 판단이 끝나고, 책임론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만이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과실범에서 객관적 예견가능성은 

인과관계의 문제로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내용은 범

죄체계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내지 책임요소에 해당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49) 

그러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내용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 판단이 아

니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50)

42) 종래 우리나라의 다수설이었다.
43)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191면; 배종대, 형법총론, 180면.
44) Traeger, Kausalbegriff, S.159.
45) Engisch, Die Kausalitä t als Merkmal der strafrechtlichen Tatbestände, 1931, S.56.
46) Engisch, Kausalität, S.56.
47) 임웅, 형법총론, 127면.
48) 이재석, 전게논문, 216면; 도중진, 전게논문, 3면 참조.
49)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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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적 검토 ― 상당성판단의 구조와 관련하여

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상당성판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입장의 상당인과관계설은 1930

년대 이후에는 그 입장들을 지양하는 방향에서 발전적으로 전개되었다.51)

Engisch에 의하면 상당성판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나

는 실행행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한가 즉 행위가 가

지는 위험성에 대한 판단(광의의 상당성)이고, 다른 하나는 야기된 결과가 그러
한 인과경과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상당한가 즉 인과경과의 상당성(협의의 상

당성)이다.52) 결국 이러한 서로 이질적인 상당성판단이 각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전술한 상당인과관계설의 세 가지 입장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광의의 상당성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실행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문제되는 것이

므로, 행위시의 사전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행위자 자신의 인식능
력이 기초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의 결함으로 행위

자의 행위가 객관적이어야 할 불법판단에서는 부당하게 제외되어서는 안되므로 

일반인이 행위자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판단기초에 포

함되어진다.53) 협의의 상당성판단에서는 구체적인 인과경과를 통하여 야기된 결

과가 당해 실행행위가 창출한 위험의 결과로 발생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법

관이 판단하는 시점에서 사후판단이 요구된다. (사전적으로) 실행행위 시점에서는 
위험한 행위라도 (사후적으로) 법관이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법익에 대한 위태화

를 구체적으로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54) 그러나 행위자가 특별히 알

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행위자가 부당하게 면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단기초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독일의 경우 상당성판단은 이와 같이 서

로 상이한 두 가지 판단을 포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상당성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제각각의 입장에

서만 상당인과관계설을 이해하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55)

50) 다른 견해로는 이재석, 전게논문, 217면. 
51) 이에 관하여는 신양균, 전게 박사학위논문, 53면 이하.
52) Engisch, Kausalität, S.61.
53) Engisch, Kausalität, S.56f.
54) Engisch, Kausalität, S.6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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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당성이 요구되는 실질적 근거

1. 행위의 상당성 ― 광의의 상당성이 가지는 의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당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원래 이

유는 조건관계만으로는 귀책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하는 결론에 대한 것이었

다. 상당성은 결과귀속의 규범적인 한정요건이라고 한다. 조건관계가 사실적인 야

기관계인데 반하여, 그것에 형법적 중요성이라는 가치판단을 가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성은 행위자가 위반한 규범이 당해결과
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규범론적인 관점에서부터 귀책한정을 행하

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56) 행위와 결과 간의 관계의 사실적 속성이 ―

그것은 위험성과 비슷한 것이 될 것인데― 형법적 중요성의 지표로서 문제되는 

것이다. 학설은 (광의의) 상당성을 이와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

한 상당성의 의미를 ‘전형성’이라고 (질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일정 이상의 개연

성’ 내지 ‘가능성의 증대’라고 (양적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생각될 수 있다.57) 이하
에서는 각기 그러한 의미의 상당성이 요구되는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전형성으로 기초지우는 견해 ― 질적 고찰설

상당성을 인과관계의 전형성이라고 파악하는 입장은 Kries의 견해나 일본의 정

형적 인과관계설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Kries는 그 출발점에 있어서 확률

론에 입각한 객관적 가능성이라는 극히 사실적이고 수학적인 것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행위자의 행위의 속성으로서 계산하려고 했기 때문

에, 계산의 기초로서 외부사정 중 행위자가 인식하고 따라서 심리적 요소로 되어
있는 것만을 취하게 된다.58) 그 결과 산출된 수치는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라

55) 신양균, 전게 박사학위논문, 55면.
56) 여기에서 상당성은 객관적 귀속이론의 한 척도인 규범의 보호목적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57) 이러한 두 가지 구별에 관하여는 vgl. Traeger, Kausalbegriff, S.153 Anm.1. 이에 대하
여 Frank, Das Strafgesetzbuch für das Deutsche Reich , 18.Aufl., S.12는 상당함과 전형
적임을 등치시키고 있다. 또 Tarnowski, Kausalitätstheorie, S.192ff.는 전형적이라는 용
어를 질적 전형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개연성의 정도를 판단할 때 상대
적 빈도를 경험적으로 측정한 결과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전형적이라고 불러, 
Kries의 폭의 이론과 같이 계산만으로 기초지워지는 개연성계산과 대비시키고 있다.

58) v. Kries, Möglichkeit, S.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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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에게 결과가 (직관적으로) 인식가능한가라는 

전형성의 유무를 보여주는 것으로 된 것이다.59)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일반적

으로 이와 같이 범죄스러움을 직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전형성판단에 근접

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 전형성판단의 색채를 더 짙게 갖고 있는 것이 일본의 정

형적 인과관계설이다.60) 이는 인과관계의 사실적 기초와 위험실현의 정도보다는 

구성요건의 정형적 판단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상당성이 요구되
는 이유는 ‘정형적인 사고방법에 경험상의 통상성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형성은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인과경

과를 전체적으로 보아 구성요건이 요구하고 있는 정형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

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전형성이 귀속의 요건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가? 결과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면, 상당성을 가능성으로 양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판단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구성요건적 전형성을 가진 사건은 그만큼 범죄

스러움의 외관을 갖추고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일반예방이나 응보

적 관점에서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순전히 사고의 차원에 

불과하고 또 응보를 정면으로 내세우는 것도 타당하다고는 하기 힘들다. 범죄스

러움이 행위자 자신에게 인식가능하고 반대동기형성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

면 이는 책임론의 문제를 먼저 선취하는 것이 되며 상당성은 사전판단이어야 한

다. 이는 적어도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는 모순된다. 또한 전형성의 판단은 불

명확하게 되기 쉽다. 인과관계가 구성요건적 정형에 합치되는가 함은 직관적 판

단에 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61)

이와 같이 인과관계의 전형성이 요구되는 근거들은 반드시 충분히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 결국 전형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상당
성이 구성요건해당성 중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2) 가능성으로 기초지우는 견해 ― 양적 고찰설

상당원인과 우연원인의 구별을 양적 차이라고 파악하려는 견해는 상당성을 그

59) Vgl. Liepmann, GA 52(1905), 354.
60) 이에 관하여는 대표적으로 團藤重光, 刑法綱要總論, 第三版, 1989, 175-178面.
61) Vgl. Jescheck/W eigend, AT , S.285f.



2003. 9.] 상당인과관계설의 이론적 의미와 한계 213
와 같은 행위로부터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62) Liepmann은 상당설의 주요문제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라고 한다.63)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을 처벌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상당성으

로서 인과관계의 하나의 요건으로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요건이 충족된 것이 되는
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실마리를 Radbruch의 견해에서 구해 보기로 

한다. Radbruch는 상당한 야기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이유로서 4가지를 

들고 있다.64) (a) 정의감정 (b) 결론의 타당성(조건설의 가혹성) (c) 법해석의 기

초가 되어야 할 일상용어례에서 야기(Verursachung)는 상당한 야기를 의미한다는 

것 (d) 위험개념이 사용되는 다른 많은 법률문제와 공통적인 기반에서 해석이 가

능하다는 것 등이다.

a) 일반화적 사고

Radbruch는 정의감정이 상당성도입의 이유가 된다고 한다. 행위의 성질은 단 

한 번의 특수상황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관찰하는 편이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결과지배능력 내지 결과야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한 능력은 행위의 (구체적 또

는 추상적) 위험성이라는 척도에 의해 표현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 개념의 사용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문이 있다. 따라서 ‘당해 행위

가 결과야기에 얼마만한 기여를 했는가’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판단

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결과야기에 기여가 큰 것만을 억제하면 충분하다
는 사고는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개의 사례에 있어서 조건의 기여정

도를 판단하는 것은 ―원인설이 하나의 정설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처럼― 

불가능하며, 행위의 일반적 위험성으로부터 그 기여도를 도출해낼 수도 없다. 예

62) Schmoller, “Die Kategorie der Kausalität und der naturwissenschaftliche kausalverlauf 
im Lichte strafrechtlicher Tatbestände,” ÖJZ 1982, 451f.는 중요설이 규범적임에 반하
여 상당설은 통계적이라고 한다. Kries, Möglichkeit, S.215도 일반적인 인과개념으로서 
상당원인과 우연원인의 한계가 양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계가 명확
하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Kries가 위에서 말한 전형성에로 경도된 것은 법적 인
과관계의 상당성을 유책한 행위에 대하여 묻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63) Liepmann, GA 52(1905), 360ff.
64) Radbruch, Verursachung, S.61ff.(Radbruch 자신은 상당인과관계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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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10사람에게 투여하면 8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약은 치사의 위험이 8

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개 사건에서도 8할의 기여를 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체력이 약한 경우에는 건장한 경우 보다 ‘체력 때문에’ 독이 

치명적일 수 있지만 독의 기여는 도리어 작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독의 기여도는 

다른 사정에 의해 좌우되며 독 자체의 강도와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에 있

어서는 개별사안에 관해서 논하는 한 ‘기여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65) 즉 개별사례에 있어서 결과를 야기한 조건은 논리적 레벨에서는 등

가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66)67) ‘일반적으로 판단된’ 행위

의 위험성이 오히려 당해행위가 결과를 야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에 관

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아무런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치사위험율 8할의 독을 마신 사람이 죽을 가능성은 8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68)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당해행위가 결과를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느냐 함은 다른 경합원인의 존재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위험성의 정도를 

직접 쓰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69)

b) 결론의 타당성

상당성개념의 도입의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타당한 결론을 가져온다는 것이

다. 상당인과관계설이 독일의 형법학자 일부에 의해 채용되었던 것은 조건설의 

결론(특히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가혹함을 피하기 위해서 다.70) 조건설이 지니

는 무한에로의 소급(regressus ad infinitum)이라는 결함보다는 이 가혹성이 해결

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 던 것이다.71)

그러나 결론의 타당성이 상당성개념 도입의 일반적인 동기는 될 수 있을지라

도, 특정한 방법으로 판단된 상당성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해야 할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결론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란이 생겼을 때 그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기초

65) 현상을 대량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는 기여율을 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66) Vgl. Frank, Strafgesetzbuch, S.13.
67) 개입사정의 기여도에 주목하는 경우 그것을 상당히 질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하여 종합적 직관적 판단에 흐를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68) Schünemann, “Unzulänglichkeit der Adäquanztheorie?,” JuS 1979, 22f.이 상당성에 인과
관계의 존부를 발견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69) 이재석, 전개논문, 219면.
70)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190-191면; 배종대, 형법총론, 181면 참조.
71) Engisch, Kausalität, S.4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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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범죄체계론 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타당한 결론이라는 이름 하에 자의적인 

결론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72) 예컨대 아주 멀리서부터 

사람을 저격한 사례(비전형적 인과경과)와 상속인아저씨 사례(경미한 위험유형)와

는 객관적 행위의 위험성이 같은 정도이었다고 해도, 후자보다 전자에게 귀속을 

긍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멀리서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바람에 의해 좌우로 

흔들린 끝에 결국에 피해자에게 명중한 사례와 병원화재로 인한 사망사례를 비

교해 보면, 실제 그러한 인과경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양적으로는 같은 정도로 희

소할지라도, 전자에게 귀책이 긍정되기 쉬울 것이다. 귀책의 부당성은 ‘위험성․

가능성의 양적인 적음’보다는 ‘당해행위와 결과와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경합원인이 결과를 야기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점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수 있다.73) 그렇다면 결론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가능성판단’의 의미로서 상당

성개념을 직접 뒷받침 해주는 논거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 상당한 야기

일상용어에서 ‘야기’는 상당성보다도 ‘힘’의 도달을 중요한 표지로 하고 있다. 

피해자를 살해하 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여부는 피해자가 혈우병인가 아닌가 

하는 관점보다는 행위자가 직접 손으로 내리친 것인가 내지 구조자를 방해한 것

에 의한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부터 판단되는 수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
이든 법률상의 개념이 일상용어에 완전히 종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용어례를 원용해서 상당성 필요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d) 위험개념의 공통성 ― 행위의 ‘위험성’으로서 파악된 상당성

(i) 객관적 가능성 내지 구체적 위험 /객관적 가능성의 증대

양적인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상당성 개념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면 이

는 위험개념과 공통되는 사고를 도입하게 되어 체계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한다. 

‘상당하지 않은 행위’는 ‘위험하지 않은 행위’이며 그것을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상당성의 내용이 되는 ‘가능성’을 ‘구체적 위험’과 같은 

방법에 의해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당성의 척도를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항상 ‘결

72) 이재석, 전게논문, 220면.
73) 물론 위험성이 적을 때는 경합원인이 존재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 있다.



李 用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3호 : ?∼?216
과발생의 가능성’ 그 자체가 상당성의 척도가 된다는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객관적 가능성의 증가분’을 척도로 삼는 견해도 있

다.74) 그런데 ‘객관적 가능성’ 내지 ‘구체적 위험’과 ‘그 증가분’은 의미가 전혀 다

르다. 전자는 이른바 ‘결과로서의 위험’이나 ‘행위의 위험’과 같이 (어느 시점에 

있어서 ‘법익이 놓여져 있는 상황’ 혹은 ‘행위자의 행위’와 같은) 외부세계에 존

재․발생하는 사실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컨대 
독을 마시지 않으면 누구도 죽지 않는 인간집단의 전원에게 독을 투여하니 8할

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독 투여시 사망결과발생의 객관적 가능성(80%)과 

독 투여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80%의 증가)가 그 숫자상으로는 같게 된다. 하지

만 단순히 사망률의 증가․감소만을 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정도 이상 증가시키

는 행위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을 마시지 않아도 

2할의 사람이 사망할 것 같은 인간집단에게 위의 독약을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8할 증가하여 전원이 사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혹은 쇠약해져서 더 

빨리 전원이 사망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그때까지는 1할이 사망에 이르는 집단에

게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전원이 사망할지도 모른다.

(ⅱ) 객관적 가능성의 증대

사망률(객관적 가능성)의 증가분은 ‘그 독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망했
다’고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갖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양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독의 투여여부에 따라 사망률에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면, 그 사망은 그 독의 작

용이라고 강하게 추측된다. 독을 투여해도 사망률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다면, 

독의 작용이 약하든가 혹은 본래 존재했던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결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독의 작용에 의해 사망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75) 그러

나 ‘당해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함의 정도’는 다른 요소(행위가 없어도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에도 의

74) 조장한 상황(v. Kries, Möglichkeit, S.202), 일반적으로 조장한 사정(Traeger, Kausalbe-
griff, S.159), 결과발생가능성의 상승(Max Ludwig M üller, Die Bedeutung des Kau-
salzusammenhangs im Straf- und Schadenersatzrecht, 1912, S.32; Tarnowski,    
Kausalitätstheorie, S.215) 등으로 표현한다. 또한 Wolter, “Adäquanz- und 
Relevanztheorie,” GA 1977, 261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민사판례도 Traeger에 따라 동
일하게 풀이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언급하 다.

75) 위험증가분이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 후술하는 위험증가이론을 받아들이기 쉬운 기
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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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기 때문에, 위험증가의 양을 직접적인 척도로 하여 가벌성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판단기준을 언급하는 

학자는 보이지 않는다.76)

(ⅲ) 위험성

다음으로 상당성을 위험성 자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실행행
위, 결과발생, 조건관계 이외에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로서 

추가하게 될 것이다.77) 다만 판단의 추상화의 정도는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한다.

(가) 추상도가 높은 위험성

위험성을 사정을 상당히 고도로 추상화시켜 얻게 되는 위험성이라고 보는 경

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실행행위성의 판단과 중첩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실행행위

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에 더하여 또다시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묻는 의

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① 양자는 판단기초를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당성의 판단은 귀책판단이기 때문에 실행행위성 판단보다 

행위자의 주관을 판단기초에 넣어도 좋다고 한다면, 실행행위성은 있으나 상당성

은 없는 그러한 사례가 존재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상당성에 주관을 혼입시키
는 것에는 의문이 없지 않고, 실행행위성을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도 반대

는 있다. 어느 것이나 추상화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판단기초에 

의해 결론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② 다른 한편 실행행위성을 형

식적 객관설과 같이 판단하면, 상당성에서 비로소 실질적 판단이 가해지게 될 것

이다. 그러면 체계상의 역할분담으로서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상당히 추상화된 레벨에서의 실질적 위험판단을 다시 가한다는 것이 도대체 의

미를 가질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또한 실질적 판단이 뒤로 남겨지기 때문에 도

리어 형식적인 실행행위성판단이 너무 허술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상당성의 내용을 ‘추상도가 높은 위험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

76) 상당성을 객관적 예견가능성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어떠한 판단기준 ―예컨대 A의 행
위가 B의 사망가능성을 50% 이상의 확실도를 높이는가 아닌가 하는―을 사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77) 광의의 상당성을 실행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적어도 협의의 상당성이 
새로운 요소로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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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르게 된다.

(나)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의 중간수준의 위험

상당성을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의 중간레벨의 추상화에 의한 위험성이라

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추상화레벨의 위험을 생각하는 

것은 판단기준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 되어버릴 염려가 있다. 행위가 갖는 결
과발생의 추상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위험성을 계측

하며 좁혀나가는 방법은 언뜻 보아서는 정 하나, 그 어느 하나 한계지움이 쉽지 

않고 어려운 위험판단을 더더욱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와 같은 상당성의 해석을 채용하는 이론은 없다.

(다) 구체적 위험성
마지막으로 상당성을 구체적인 위험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당성은 일반화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야기작용에 관한 판단

인 인과관계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닌 것이다. 사실로서의 야기작용에 대응하는 

조건관계가 확인되면, 상당성을 인과요소로부터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실적 작용관계라는 의미의 인과관계개념의 분석으로부터 상당성요건의 필요성

을 논증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상당성을 규범적인 형사귀책 제한요
건이라고 보면, 이는 불법의 실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78) 당해행위가 구체적 사

정 하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일정한 정도 갖고 있지 않으면, 설사 결과가 발

생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기초지우는 불법은 구비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도 있

는 것이다.79)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기수범에서 다시 그 결과발생의 위

험성을 불법요소로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위험이 적은 
행위는 억지할 필요가 없다는 행위의 사회적 유용성과의 형량 등을 행하기 위함

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행위의 보다 추상적 사전적 위험성에서 고려함도 가능

할 것이다.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의 구체적 위험성’에 불법요소로서의 

78) Engisch, Kausalität, S.58.
79) Müller, Die Bedeutung, S.25ff.(행위가 규범위반이 되는 것은 당해종류의 결과야기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고려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견의 범위가 종래 
상당성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Engisch, Kausalität, S.52ff.는 Müller의 향 

하에 행위의 위험성을 광의의 위험성이라고 하여 불법요소로서 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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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의미를 갖게 함은 결과반가치적 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이다.80) 결과범의 

구성요건 레벨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라고 할 때 위험성판단은 상당히 추상적

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불능범과의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B 2인이 위험이 극히 적은 

동일한 행위, 예컨대 명중을 도대체 기대할 수 없는 원거리에서 결과발생을 위해 

저격을 행하 다고 하자. 도중에 풍향의 향을 받아 A는 피해자에게 명중시켜 
그를 사망케 하 고 B는 목표물을 빗나갔을 때 ―상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A

는 기수범, B는 불능범으로서 불가벌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A․B의 행위시

의 인식내용이 같을지라도, 인간의 인식능력이 미칠 수 없는 외부세계의 사정(탄

환이 날아가는 도중의 풍향 등)의 차이에 따라 결과발생의 유무가 나뉘어지고, 그

것 때문에 양자의 가벌성이 전적으로 다르게 돼버린다. 위험판단에는 일정한 정도

의 추상화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A․B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구체적 위험성(발포직
후 시점에서의 피해자 생명의 위험)이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의 추상

화에 의해 捨象될 정도로 미세한 사정의 향을 받아, A는 기수, B는 불가벌로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가?

구체적 위험성이 불능범의 수준 이하일 경우, 구체적 위험성의 계산 때에 사상

돼버릴 만큼 미세한 사정(풍향 등)이 기수와 불능범(불가벌)의 차이를 낳는다. 그

에 비하여 보다 거시적이고 그만큼 사람에게 인식되기 쉬운 사정(총구의 방향 
등)은 사상되지 않고 구체적 위험의 계산 속에 들어가고,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미수와 불능범(불가벌)의 차이를 낳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자 

모두 기수로 되어 아무런 차이도 생기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일견 ‘작은 것일수

록 큰 차이를 낳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 같다. 결과반가치를 중시하는 입

장에서는 결과발생의 유무라는 차이가 A․B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그 
차이를 가져온 것이 설사 미세한 사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A가 기수범, B는 불

능범이 되어도 불합리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사람에게 인

80) 결과가 실현된 경우에 결과발생의 가능성이라는 관념을 응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
각되어진다.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통상
적으로 곤란하다. 설사 결과반가치를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하더
라도, 위험의 판단방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된다. 실행행위성판단으로서의 위험
판단 등과 구별되는 새로운 레벨에서의 위험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미묘한 위험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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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기 쉽고 행위자의 주관에도 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컸을 요소가 법적효과

에는 작은 향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반가치 중시

입장에서는, 기수범의 경우에도 불능범과의 균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81)

(라) 상당성이 인정되는 위험성의 수준과의 관계

이러한 입장들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위험성의 수준과의 관계도 명백한 것은 아

니다.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함은 ‘높은’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상당성

에 ‘인과관계인정의 증거적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개연성을 높

이 요구할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험성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에서

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또 ‘희귀하지 않으면 상당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성을 실행행위성에 가깝게 이해하는 입장에 친근성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거

의 위험하지 않은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이

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와 결합시켜서 상당성의 정도가 논의되어지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서 상당성 기준의 애매함이 생겨나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e) 형사귀책의 최대 외곽선

상당성을 요구하는 근거로서 Traeger의 ‘내재적 정당성’이라고 것을 간단히 언

급하기로 한다. 이는 상당성이 형사죄책이 고려될 수 있는 최대한계(äußerste 
Grenze der Denkbarkeit eines Verschuldens)를 이룬다는 것이다.82) 행위에 의해 

보다 더 개연적으로 되었지만 가장 통찰력있고 주의 깊게 행위하는 사람에게조

차도 인식되지 않은 결과는 그 행위가 결과에 조건관계가 있더라도 결과와 관련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내용이다. 그러나 나중에 책임판단을 하는 이상 

그 최대한계를 정하기 위해서만 상당성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인과경과의 상당성 ― 협의의 상당성이 가지는 의미

(1) 위험의 실현과 지배가능성

a) 인과경과의 상당성

위에서 검토한 것은 행위의 위험성으로서 파악한 상당성이었다. 이에 대하여 

81) 상당설에서의 입장과 불능범에서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면, 결국 상당성을 조금은 
주관적인 쪽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82) Traeger, Möglichkeit, S.166. Vgl. Radbruch, Verursachung, S.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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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경과의 상당성을 문제삼는 입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Engisch가 협의

의 상당성이라고 이름 붙힌 것으로, 위험의 실현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위험의 실현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ngisch가 협의의 상당성 개념을 도입한 것은 비전형적 인과경과 사례에서 타

당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다. 이러한 사례유형에서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상당성’(광의의 상당성), 즉 ‘행위’의 위험성은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서 그밖에 ‘인과경과의 특별한 태양’에 관한 상당성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해야 한

다는 것이다.83)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행위로부터는 여러 가지 인과

경과를 거쳐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사안에서 현실적인 인과경과

가 거의 있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때(nicht gänzlich unwahrscheinlich)에만, 

구성요건적 결과에의 상당성도 의미를 가진다.84) 인과경과가 그러할 경우에는 협
의의 상당성이 긍정되고, 행위의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위험

의 실현, 즉 협의의 상당성이 갖는 독자적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Engisch 자신은 위험실현을 Müller와 같이85) 위법성관련(Rechtswidrigkeitszu-

sammenhang)이라고 이해하고 있다.86) 즉 입법자가 어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입법자가 행위

를 금지할 때 상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과경과를 통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행위자의 행위의 규범위반성이 기초지워진다. 이것이 위험의 실현이다. 이 사고

는 객관적 귀속이론에서 규범의 보호목적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87) 그러나 위험

실현 판단을 규범의 보호목적이라고 하는 규범적 판단에 아주 맡기는 것은 판단

을 불명확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Engisch도 위험실현 판단에서 ―

사태가 당해 구체적인 인과경과를 취하는 개연성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적인 판단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험실현의 
의미를 설사 위와 같이 위법성연관이라고 파악했더라도,88) 그 판단은 보다 사실

83) Engisch, Kausalität, S.61
84) Engisch, Kausalität, S.62.
85) Müller, Die Bedeutung , S.57.
86) Engisch, Kausalität, S.67, 61f.
87)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im Strafrecht, 1974, S.77은 위법성관련과 규범의 
보호목적은 아주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8) 위법성연관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유일 가능한 해석인 것만은 아니다. 일정한 행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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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되리라고 보여진다.

인과경과의 상당성판단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은 소극적으로 우연한 개입사정을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전형적 인과경과의 사례들에 대하

여는 비교적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를 야기하는데 함께 작용

한 개입사정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날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지 않는 이유의 하

나가 되고 있다.89) 여기에서 최근 상당성이 가지는 위험실현의 사고를 상당인과

관계설 내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

다(이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b) 위험실현판단의 내용

본래 비전형적인 경과를 거쳐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귀속을 부정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법감정이 존재함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법감정이 생겨나는 

이유는 반드시 명백하지는 아니하다. 우연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에 반한다거

나, 결과의 예견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하는 가능성의 정도이다. 당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을 때에는, 행위에 의해 결과의 유무를 통

제․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화재 사례를 예로 들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행위는 ‘추상적으로 보면’ 사람을 사망케 할 가능성이 큰 행위이지만, ‘당해 구체

적 사정 하에 놓여졌을 때에는’ 병원의 화재라는 개재사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

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므로, 결과를 통제․지배하는 효과는 극히 약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구체적 사정 하에서 당해행위로부터 당해결과가 발

생할 가능성”이 ‘위험실현 판단의 내용’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하다. 

‘구체적 사정에서의 행위의 구체적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는 비전형적 인과경과 
사례는 경미한 위험행위 유형과 동일하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c) 위험실현판단이 요구되는 근거

지규범에의 위반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때 위법성연관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결과를 야기한 행위는 특정의 행위 금지규범에 의하여 적법․위법을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법한 결과를 그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다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89) 신양균, 전게 학위논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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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예방목적 및 행위의 유용성과의 형량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

닌 때(행위가 그 구체적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적은 때)에는, 그 행위를 억지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되어 처벌목적을 추구할 것까지도 없다는 

견해가 있다.90) 이와 연장선상에서 행위시에 실제발생한 인과경과를 거쳐 결과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밖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 처벌
하지 않아도 위반한 규범의 효력이 장래에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제시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형법의 일반예방목적과 위험행위의 처벌로부터 발생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과의 형량에 주목하여, 행위시에 행위의 유용성과 형량하여 그

래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고도의 법익침해나 위태화의 위험을 가진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91)

그러나 행위의 유용성과의 형량에 의한 근거지움은 광의의 상당성을 요구하는 

근거는 될지라도, 위험의 실현까지도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위의 견해에 의하면 결국 광의의 상당성과 협의의 상당성의 차이가 위

험판단에서의 추상화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게 되고, 양자의 판단기준은 가까

워져서 새삼스럽게 협의의 상당성이 요구되어야 할 것인가가 명백하지 않게 된

다. 만약 양자가 범죄론상 별개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를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부

터의 보장이라는 동일한 근거를 제시함은 곤란하다.

(ⅱ) 이용가능한 인과경과 ― 양적인 이용가능성 판단을 강조하는 견해

위험의 실현 개념에 보다 실질적인 근거지움을 부여하는 것이 이용가능한 인

과경과라는 사고이다. 형법이 결과를 억지하려고 하면, 이용할 것 같은 통상적인 

인과경과를 설정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통상인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인과경과를 거쳐 예외적으로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태여 그것을 이유로 처

벌하지 않아도, 그러한 수단으로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92) 그런데 개재사정이 이용가능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

도의 확실성이 필요하고, 개별적인 이용관계는 아니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용

90) 山口厚, 問題探究刑法總論, 1998, 1面; 山口厚, “因果關係論”, 刑法理論の現代的展開․
總論Ⅰ, 1987, 60面. 도중진, 전게논문, 14면 참조.

91) 林幹人, “相當因果關係と一般豫防,” 上智法學論集 第40卷4号, 1997, 292面, 352面 以下.
92) 町野朔, 刑法總論講義案Ⅰ, 第二版, 1995, 164面. 도중진, 전게논문, 1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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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며, 개재사정의 개입이 이러한 의미의 이용가능한 정도의 

것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개입사정에 의해 생긴 결과에 실현된 위

험은 행위에는 유래하지 않는다(바꾸어 말하면 개입사정에 유래된다)고 판단하게 

된다.93) 이렇게 해서 개재사정이 개입하는 가능성(이는 실제 발생한 인과경과를 

거치는 가능성과 같다)을 양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일정한 정도 이상일 경우에

는 사람이 결과발생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

이 생긴다는 논리가 주장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상당성이 인정되는 가능성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필요하지 않

으나, 사람이 그 인과관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되며, 경험적으

로는 있을 수 있는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통상인이라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사

실’은 상당성의 판단기초에서 제외되어서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어야 한다고 한

다.94) 이와 같이 행위자에게 결과에 대해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통상인이 이용가
능한 인과경과를 거칠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인간행위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외부세계의 사태를 통제하려는 형법의 수단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러한 입장에서는 이용가능성이 행위자의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것으

로 되어, 판단기초로서 객관설 내지 제한을 가하지 않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인과경과

를 어느 정도 추상화시켜서 그 이용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통상인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인과경과란 자연현상 일반을 말하는 것인지, 제

3자의 고의행위 일반을 말하는 것인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과실행위 

후에 행위자 자신의 고의행위가 개입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제2의 고의행위는 이

용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제1의 과실행위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초래

하 는데, 제2의 살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단지 그 사망을 조장한 것에 지나지 

않은 때에는, 제1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95) 그런데 ‘조장하는데 지나지 않는 행위’는 당연히 이용가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양적 척도를 사용할 때 최대의 문제 즉 상당성이 긍정되는 

‘가능성(이용가능한 정도의 확실성)의 양’이 그 척도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는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93) 山口厚, 問題探究刑法總論, 27面.
94) 町野朔, 刑法總論講義案Ⅰ, 166面. 
95) 町野朔, 刑法總論講義案Ⅰ, 16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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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와 결과의 ‘연결’로서의 위험실현 판단

a) ‘결과에 현실화된 위험이 행위에서 유래하는가’의 판단을 강조하는 견해

앞에서 본 양적인 이용가능성 판단과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이 결과에 

실현된 위험이 행위에서 유래하는가 하는 판단이다. 이는 광의의 상당성을 ‘실행
행위성’ 즉 미수범의 성립을 기초지우는 ‘행위의 위험성’과 동일시하는 입장에 반

대하여,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결과로서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 있다고 이

해하고서, 상당성은 ―결과발생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행위의 억지 필요성이 어

느 정도 인정되는가를 실질적인 근거로 하는― ‘행위와 구체적 결과와의 관계’라

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구체적 결과에는 ―아마도 그 흔적이 남는다고 하는 형

태로― 인과경과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 인과경과의 상당성 
즉 협의의 상당성이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제1단계로서 

광의의 상당성에 의해 (행위억지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을 판

단하고, 제2단계로서 협의의 상당성에 의해 이 위험성이 구체적 결과에 실현되었

는가를 묻는 방법을 취할 것도 없이)) 구체적 결과로부터 인과경과를 거슬러 올

라가는 형태로 ‘구체적 결과에 실현된 위험이96)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생겨나게 

된 것인가’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한다.97)

이러한 견해는 행위가 그 구체적 결과를 야기하는 ‘위험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구체적 결과와 행위가 갖는 특수한 (뿐만 아니라 위험성만을 척도로 하는 것은 

아닌) ‘연결’에 주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일반화할 수 있는 이용가능성이라는 기

준과 함께, ‘이용가능성이 적은 개입사정’이 개입해서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도 

‘그 결과에 대한 기여도’가 적으면, 결과에 실현된 위험은 행위에서 유래한다는 

판단의 가능성을 인정한다.98) 그리하여 개입사정의 ‘양적인 이용가능성’(이용가능
한 정도의 개연성)만이 아니라, ‘어느 사정이 결과를 발생시킨 것인가’하는 질적

인 관점을 ― ‘결과에의 기여도’라고 하는 양적인 표현을 써서― 도입하고 있다

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과에의 기여도’판단의 어려움은 물론 질적 

판단까지 포함한 ‘유래’판단은 잡다한 요소를 포함하여 판단이 곤란하게 될 염려

가 있다고 생각된다.

96)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어떠한 위험이 그 직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7) 山口厚, 因果關係論, 60面 以下.
98) 山口厚, 問題探究刑法總論, 2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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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행위의 현실적 위험성의 확정판단으로 이해하려는 견해

위의 견해들에 비하여 보다 규범론적 입장에서 상당성이 요구되는 이유를 근

거지우려고 하는 입장이 있다.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형법규범은 결과의 발

생․불발생 그 자체를 금지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이다. 그런데 범죄적 의사가 있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구체적 위험성을 가지는 행위만을 금지한다. 그리고 규범
위반성이 있고 그 위험성이 결과에 실현되었을 때 즉 사후적인 결과발생에 의해 

실행행위의 고도의 위험성이 바로 확실히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에는 규범

위반성( =행위반가치)의 평가에 더하여 결과를 생기게 한 것을 이유로 당벌성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무거운 법적 평가( =결과반가치)가 부가된다. 상당인과관계의 

요구는 만일 명백히 우연한 전개라고 해야 할 불상당한 ‘행위와 결과와의 연결’

을 처벌대상으로 하면, 단순한 규범위반성과 위험의 발생만을 근거로 해서 기수
로 처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즉 행위의 현실적 위

험성이 결과의 발생에 의하여 확증되었다고 인정해도 좋은 경우에만, 기수불법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비전형적 인과경과 사례 내지 인간행위개입 사례는 (ⅰ) 실행행위에 의해 사망

원인이 된 상해를 했으나,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 개입되어 상해의 치명적인 작

용이 촉진되어 사망시기가 빨라지는 형태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ⅱ) 실행행
위 자체는 고도로 위험했으나, 그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기 이전에 우연한 개입사

정에 의해 발생한 다른 상해가 사망원인이 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리하여 (ⅰ)에서는 개입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위험성이 결과발생에 의해 확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귀속을 정당

화하 수 있을 정도로 행위가 구체적 결과의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고 한다. (ⅱ)에서는 실행행위는 고도로 위험하 더라도 그것이 구체

적인 결과발생에 있어 단지 일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상당성이 부정된다.99)

규범론에 기초한 행위규범위반과 결과반가치평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100) 

이 견해도 (가능성만을 척도로 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연결’이 행위와 결과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증명될 것이 협의의 상당성의 내용으로서 요구되고 있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판단방법에 있다. “확증”의 개념은 (ⅰ)(ⅱ)의 구

99) 井田良, 犯罪論の現在と目的的行爲論, 1995, 90面 以下.
100) 도중진, 전게논문,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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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서 보면 ‘사실적인 기여도’와 유사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우선 (ⅰ)(ⅱ)

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갑이 피해자 A를 살해하려고 

독을 먹 는데 만약 즉시 해독제가 주사되었더라면 확실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을이 갑과는 무관하게 살해의사를 가지고 해독제의 주사를 방해한 사

례를 들어보자. 을이 의사이고 그대로 사태가 진행되면 A의 생명이 해독제의 주

사로 확실히 구해졌을 것인 때에는, 사태는 을에 의해 인수되어 을에게만 귀속되
어질 별개의 위험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ⅱ)로 분류될 수 있다

고 한다. 여기에서는 사태의 추이가 ‘을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을에게만 귀속되

어야 할 별개의 위험’의 존재를 기초지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행위자 아닌 

개입자가 사태의 진행을 수중에 넣고 있을 경우에 ‘행위자의 행위의 위험성이 확

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 상당성으로 처리되어 온 문제에 대해서 규범이론으로부터 출발하면 ‘불법
평가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단지 사실적

인 가능성 내지 경험적 통상성이라는 몰가치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험성의 확증’이라는 상당성의 

근거지움을 실제적인 판단기준으로 살리지 아니하고 단순히 결론만을 내세우며 

끝내는 셈이다.

c) 결과에의 기여도 판단을 강조하는 견해

인과관계요건이 해결해야 할 본래적인 과제는 결과를 누구의 어느 행위에 귀

속시키는가 하는 실행행위의 특정과 복수의 원인 중 어느 것에 귀속을 배분하는

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제3자나 피해자가 개입하여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위자의 행위에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ⅰ) 실행행위에 존재하는 
결과발생확률의 대소(광의의 상당성) (ⅱ) 개재사정의 異常性 대소 (ⅲ) 개재사정

의 결과에의 기여 대소 ― 이들 3요소를 조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01) 이 가운데 (ⅲ)에서 실행행위에 의해서 빈사상태에 있던 자의 사망시기

가 개입행위에 의해 조금 빨라진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귀속되

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반대로 실행행위에 의해 중상을 입힌 경우일지라도, 고

의에 의한 사살과 같은 사정이 개입된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인과성은 부정된다

101)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第三版, 1998, 183面 以下.



李 用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3호 : ?∼?228
고 한다. 그런데 ‘기여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때문

에 그 판단방법도 직관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통상․이상의 판단은 아니고 (단 그것도 부가적으로 고려되는) “실행

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통상성을 갖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한다. 즉 

개입사정이 행위자의 실행행위로부터 필연적으로 야기되어진 것인가 / 그러한 행

위에 부수해서 자주 일어나는 것인가 / 흔히 생기지 않는 것인가 / 실행행위와는 
전적으로 무관계하게 생긴 것인가에 의하여, 점차로 인과성이 부정되기 쉽게 된

다는 것이다. 이를 (ⅲ)과 결합시키는 경우 실제 발생한 결과가 실행행위에서 시

작된 인과계열로부터 생긴 것인가 / 그것과는 독립적인 인과계열로부터 생긴 것

인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판단이 전체적으로 막연하고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중단론적인 위험실현 판단 ― 한 장면, 한 장면의 상당성판단

행위와 결과의 특수한 ‘연결’을 중단론과 유사한 입장에서 독특한 판단방법으

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위험의 실현이란 당해행위를 하여 

그 일반적인 결과야기의 경향성 때문에 불법이 되고 있는 그 위험이 현실적인 

인과의 흐름을 거쳐서 발생한 결과에 구체화되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이다. 이러한 위험실현의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개재사

정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었는가는 (a) 행위 자체가 갖는 위험성의 크기 (b) 

개입사정 자체가 갖는 위험성의 크기 (c) 개재사정의 개입시점에서 그때까지의 

인과경과와 개입사정과의 관계(통상성/이상성)의 3가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102) 그런데 (b)의 요소는 중단사유의 속성에 주목함으로써 중단의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는 중단론적인 사고와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그것이 

고전적인 인과관계중단론은 아니다. 이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행위시의 위험판단

(그 판단기초)만을 문제로 하고, 사후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생기는 특수성에 주

의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하여, 이를 강조하는 입장인 것이다. 사후적 개입사정을 

상당성판단 속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위하여, 사후적 사정의 성질에 중요한 

의미를 인정하고 유형화에 의한 판단을 행하는 중단론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

다.103) ‘협의의 상당성이 본래의 상당성이다’라고 하는 입장의 기초를 이루는 견

102) 상세히는 井上祐司, 行爲無價値と過失犯論, 1973, 225面. 도중진, 전게논문, 9면 참조.
103) 개입사정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대표적 인과관계이론은 Hart/Honore, “Caus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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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실현판단은 인과경과의 판단이고, 판단대상

이 되는 ‘인과경과로부터 본질적인 인과의 흐름을 가려내어 그 하나하나의 인과

의 고리연결상태가 경험상 상당한가 어떤가’가 문제로 된다.104) 이때 판단기초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첫째, 하나하나의 인과의 고리의 연결상태(한 장면 한 장면)의 

상당성판단은 경험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기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사정이 개입하느냐 아니냐 함은 경험

법칙에 의거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정이 개입하는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상화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가에 따라 개입가능성을 

기술하는 경험법칙도 내용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병원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은 연평균, 동계평균, 동계야간평균 등으로 각기 다를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판단기초를 설정하지 않으면 한 장면 한 장면의 판단 중에 사용해야 할 법칙의 

내용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한 장면 한 장면에서 요구되는 상당성

의 정도도 문제이다. 개입사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세한 검토가 가능한 방법

이기에, 시점을 실행행위에 고정시켜서 개입사정이 예견가능한가 아닌가에 따라 

그것을 판단기초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종래의 방법과 비교하면 일

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속해서 발생한 극히 
가까운 두 가지 사태 사이의 상당성을 문제로 하기 때문에, 항상 상당성이 인정

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한 장면 한 장면의 연결

이 異常이 아니어야 하고 그것들을 누적한 전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협의의 상당성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한 장면 한 장면의 부

분에서 극히 높은 상당성이 요구된다. 그러한 높은 수준에서 상당과 불상당을 구

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한 장면 한 장면의 판단에 관해서도 상당성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범위를 판단기초로서 설정하는 발전적 시도가 나타났다.105) 경험적 판단으로서의 

가능성판단인 이상, 어디에서의 가능성인 것인지 그 분모가 명확히 되어있어야 

Law,” Law Q. Rev. 72(1956), 58-90, 260-281, 398-417; Hart/Honore, “Causation in 
Law,” 2.ed., 1985.

104) 井上祐司, 行爲無價値と過失犯論, 174面. 
105) 구체적으로는 內藤謙, 刑法總論講義(上), 1983, 285面. 도중진, 상게논문, 9-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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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결과가 발생한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한다면, 당

해행위로부터 당해결과가 발생하는 가능성(광의의 상당성)과 해당행위로부터 당

해 인과경과를 거쳐서 결과발생에 이르는 가능성(협의의 상당성)은 ―후자에 관

하여 한 장면 한 장면의 판단방법을 취한다고 해도― 결국 전체를 누적시켜서 

보면 (판단기초를 양 상당성에 서로 다르게 하지 않는 한) 중복된 판단으로 되는 

것 같이 생각된다. 특히 광의의 상당성에 관해서 객관설을 취하면 양자의 판단기
초는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견해에는 상당성요건을 요구하는 근거와 

판단방법과의 관계가 충분히 명백하지 않은 점이 있다.

Ⅳ. 상당성의 제한적 가치와 한계

1. 상당성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

상당인과관계설 중에서 제창되는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을 비교 검토하 다. 

그 결과 주장되고 있는 후2자 중에서 절충설은 인과관계의 객관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고, 객관설은 유효한 귀속제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당성의 판단기준을 확정하고 명확화하기 위해서

는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요건으로 되어지는 범죄론적 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감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당성을 ‘전형성’으로 이해하면, 직관적으로 인식되어

지는 ‘행위의 범죄성의 지표’로 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

은 인과관계 레벨에 위치지우는 것이 곤란하며, 명확한 판단기준을 기초지우는 
도구로도 될 수 없었다. 상당성을 ‘결과발생의 일정 정도 이상의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파악하면, 무엇인가의 의미에서의 위험성을 범죄성립요건에 가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판단을 한층 미묘한 것으로 만들게 되고, 현실에서는 

이미 결과가 발생했는데 다시 결과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 어떠한 의

미가 있는 것인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위험의 실현, 즉 ‘인과경과

의 상당성’이라는 판단도 규범의 목적이라는 규범적 판단에 의할 경우와 ‘당해 
인과경과를 거칠 가능성’이라는 사실적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판

단을 사실적으로 하면 할수록, 광의의 상당성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두 

개의 내용이 극히 유사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인과경과로서의 ‘유형성’ 판단이

라고 보면, 그러한 요건이 요구되는 근거가 불명확하며, 판단도 직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상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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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데도 결론의 타당성만을 근거로 판단기초를 구해 가면, 상당성개념을 자의적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은신처(asylum ignorantiae)106)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이 생

각되는 것이다.107) 이와 같이 상당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그 모호성이 상반된 판단을 초래한다. 이

는 결국 상당성개념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미 지적되어왔던 것처럼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경우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인

정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결국 일반적 생활경험이라는 기준은 귀책범위를 제

한하는데 실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형적 인과

경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오히려 일상생활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성개념으로서 광의의 상당성과 협의의 상당성을 의

미적으로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아니하다. 그리하여 광의의 
상당성과 협의의 상당성과의 관계도 문제이다. 상당성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상당성만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긍정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아니면 양자 모두를 적

절히 고려하여 상당성판단을 내린다고도 볼 수 있다. 두 가지 상당성 개념을 하나

로 뭉뚱그려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서술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광의
의 상당성은 행위자체의 위험성만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행위와 결과 간의 관련

으로서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에 그치는 것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구

체적인 인과경과를 고려한 협의의 상당성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108)

2. 상당성과 개입사정의 예견가능성 문제

(1) 개입사정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

상당인과관계설의 주된 표어는 예견가능성인 것으로 보인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성여부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으로 상당성여부는 개연성에 따라 

판단하고, 개연성여부는 다시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다. 그런

데 상당성을 예견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 여기에는 의

106) Traeger, Kausalbegriff, S.162.
107) 이재석, 전게논문, 220-221면.
108) 신양균, 전게 학위논문,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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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있다. 인과과정에 다른 행위가 개입된 경우의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행위

자의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상당한 것이라면 그 중간에 제3자나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는 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 예견가능하지 않은 사태가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109) 즉 우리판례의 상당인과관계설은 개입사정의 

예견가능성 여부만을 문제삼을 뿐이지, 개입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실현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개입사정이 새로운 위험을 발생하여 그것이 결과에 실현되었는가에

는 관심이 없다. 개입사정이 결과의 발생에 어떠한 향을 미쳤고 그로 인하여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

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입사정이 예견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냐 

공동의 원인이냐 혹은 일부 과실개입이냐 와는 무관하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다는 조금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판 1994. 
3. 22선고, 93도3612에 의하면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

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직

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개입사정의 예견가능성에 의한 결과귀속에 비판적인 견해 ― 위험실

현의 입장에서

그러나 개입사정이 어떠한 향을 미치고 결과발생에 기여했는가를 떠나 그 

예견가능성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비판이 있다. 여기서 예견가능성이라는 척도는 인과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상당성

의 척도가 아니라, 단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아무리 개

입되어도 행위와 결과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

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과과정에 개입사정이 있는 경우 그 예
견가능성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귀속을 판단하는데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10)

109) 정현미,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형사판례연구 9, 2001,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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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는 이미 앞에서 상당성의 본질을 위험실현판단에 있다고 보는 입

장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거기에서는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예견가능성만을 고

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판례의 입장과 같이 개입사정

이 경험법칙상 예견가능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긍정되는 경우

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개입사정이 예견가능하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상당인과관

계가 긍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111) 이러한 개입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성의 의
미는 위험실현을 본질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물론 개입사정이 예견불가능하다고 하여 상당성이 자동적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개입사정이 예견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위의 위험성과 개입사정의 결

과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한다. 개입사정이 예견불가능한 경우 행

위의 위험성이 낮으면 상당성은 부정되는 쪽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행위의 위

험성이 높은 때에는 개입사정의 결과기여도가 작다면 상당인과관계는 긍정되고 

결과기여도가 크다면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112)

개입사정의 예견가능성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성의 본질인 

위험실현 사고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예컨대 비전형적 인과경과의 경우 상당인

과관계설은 예견불가능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일정한 결함을 내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가벼운 사고

가 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일상생활의 경험이 우리

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고, 따라서 비전형적 인과과정의 경우 예견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113) 대판 1978. 11. 28선고, 78

도1961에 의하면 “행위자가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가 두개골이 0.5미리 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성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행위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
다. 그러나 허약한 체질의 소유자에게 뺨을 때리면 뇌압상승을 일으켜 뒤로 넘

110) 정현미, 상게논문, 165면.
111) 도중진, 전게논문, 11면.
112) 도중진, 상게논문, 11면.
113) 일단 결과가 구체적 인과과정을 거쳐 ‘발생하 다면’, 그러한 결과가 그러한 구체적 
인과과정을 거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견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일어난 모든 사태는 예견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박한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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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고, 넘어진 자가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뒤

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혀 자주막출혈과 뇌좌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역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예견가능성은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하나의 척도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예견가능성만 긍정되면 상당인과관계가 긍정된다는 

태도는 상당성의 본질적 의미에 충실하지 못한 견해라고 보여진다.

3. 상당인과관계설의 제한적 의미

더 나아가 상당인과관계가 긍정되면 곧바로 결과의 귀속을 긍정한다는 점에 

상당인과관계설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어떤 사안을 상당인과

관계설에 따라 판단해 보면 그 결론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상당

성판단은 일차적으로는 개연성판단인데 이는 많은 일반인의 일치된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
날에도 비전형적인 인과경과의 경우에 결과귀속을 부정하기 위한 손쉬운 척도의 

하나로서 상당성판단이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하지 않은 인과경과를 배제시키려는 것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규범적으로 그 결과의 귀속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합법적 대체행위의 사례, 위험

감소의 사례, 규범의 보호목적 사례, 자기위태화 사례 등은 상당인과관계설에 의
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역이다.114) 이러한 결과귀속의 내용들을 경험적인 상당

성의 개념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이 이러한 내용을 포

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상당성이 경험성을 바탕으로 그밖에 다양한 여러 가

지 요소들까지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미 상당성의 개념한계를 넘어

서는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 상당인과관계설이라고 부를 수 없다.115) 즉 그때는 

이미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론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이다. 상당인과관
계설은 가치있는 것이지만 만능의 공식은 아닌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제한적

인 가치를 가지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객관적 귀속은 상당

114) 이러한 사례들은 설사 예견가능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귀속이 부정되어야 하
는 경우이다.

115) 우리판례는 결과귀속 여부를 서술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혹은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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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과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귀속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116)

상당성이 규범적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당성개념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결과발생의 사실적인 가능성 혹은 경험적인 통상

성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이는 몰가치적 기준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다.117) 그런 의미의 상당성으로는 행위자의 형사죄책을 제한하기 위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사건경과가 경험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것
과 그 결과의 귀속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18) 다음으

로 상당성을 예견가능성의 의미로 파악하게 되면 결과귀속의 관점을 가지게 된

다고 볼 수 있다.119) 그러나 그러한 기준만으로 모든 결과귀속의 타당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상당인과관계

설은 결과귀속을 정당화하는 규범적 실질적 근거를 해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인과경과와 결과발생의 태양을 추상화
하여 그 이외의 다른 구체적 개입사정을 도외시하면서 그 경험적 통상성을 판단

하는 상당성을 유일한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성판단을 통하여 구체적 결과를 야기하는 사태의 가능

성과 개연성을 해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더 

평가되어야 할 사실관계를 제공할 뿐이고 단지 불법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외부

적 한계를 그어주고 있을 뿐이다.120)

Ⅴ. 결과귀속을 위한 ‘하나의’ 척도로서 자리매김

이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은 그 실천적 의의가 문제시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론으로 퇴색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는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성 자

체의 불안정성과 불명확성 때문이다. 즉 그것은 자연법사상에 입각한 인류사회생
활상의 경험법칙상의 상당성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론에 연막

116) Schünemann, “Über die objektive Zurechnung,” GA 1999, 213ff.
117) 이건호, 전게논문, 32면 참조.
118) 임웅, 형법총론, 127면.
119) 이건호, 전게논문, 33면.
120) 신양균, 전게 박사학위논문,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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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쳐놓음으로써121) 형법학의 과학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으로 연결이 되

었던 것이며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와 독일의 학설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근 일본에서는 협의의 상당성에 

관한 판단기준의 실질화 유형화를 찾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타당한 판

단기준의 제시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상당설의 내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

한 방향 자체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의 요소들
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관하여는 결국 포괄적․종합적 판단에 의하지 않을 수 없

어, 아직 충분히 분석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당성이 일정한 가치를 제한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성이라는 하나의 척도로 결과귀속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에로 나아갔다는데 있다. 즉 결과귀속은 상당성이라는 기준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당성은 결과귀속의 기준이며 또한 동시에 
결과귀속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이 결과귀속에서 상당성

만을 고집하는 한, 거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처럼 상당인과관계설이 갖는 문제점들이 대체로 명백하게 되어 귀책한정 법

리를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적절한 체계적 위치지움을 발견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상당인과관계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차원에서 그러나 사실적인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형사귀책의 정당성을 추구하여 귀책제한의 기준을 논

의하려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객관적 귀속이론이다.122) 즉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역에서 상당인과관계설에 비해 더욱 귀책한정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귀속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당인과관계만으

로는 결과의 귀속이 완전히 타당한 해결을 얻을 수 없다는 데에서 객관적 귀속

이론은 출발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123)

121) 이재상, 형법총론, 143면.
122) Roxin, “Gedanken zur Problematik der Zurechnung im Strafrecht,” FS-Honig, 1970, 

S.135f.
123) Larenz, Hegels Zurechnungslehre und der Begriff der objektiven Zurechnung , 1927, 

S.83f. 또한 Larenz, “Tatzurechnung und Unterbrechung des Kausalzusammenhanges,” 
NJW  1955, 10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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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 Bedeutung und Grenze

der Adäquanztheorie
124)

Prof. Dr. Yong-Sik Lee
＊

Man hält die Adäquanztheorie zur Zeit in der koreanischen Strafrechts-

wissenschaft für ganz Mindermeinung. Dies liegt an der Lehre von objektiven 

Zurechnung, die heute in der Wissenschaft überwiegend akzeptiert ist, während 

die Adäquanztheorie immer noch die Praxis herrscht. Aber man sagt, dass auch 

die Gerichte in der Tat die Maßstäbe der objektiven Zurechnung verwenden.
Das Zurücktreten der Adäquanztheorie liegt vielmehr an der Unsicherheit und 

Unklarheit der Adäquanz selbst. Der vorliegende Beitrag setzt sich mit den 

verschiedenen Begriffen der Adäquanz einander. Daraus herausstellt sich, dass die 

Adäquanztheorie Aufschluß über die Wahrscheinlichkeit des Sachverhalts geben 

kann, welcher den konkreten Erfolg verursacht. In diesem Sinne ist sie dienlich. 

Aber Diese Theorie liefert den noch zu wertenden Sachverhalt und dadurch zieht 
nur die äußere Grenze, innerhalb deren das Unrechtsurteil gefällt werden kann. 

Der Gefahrbegriff in dieser Theorie ist ausschließlich von der Erfahrungsurteil ab. 

Natürlich ist die Adäquanztheorie deshalb noch von Bedeutung, weil in Fällen 

atypischen Verlaufs das Adäquanzurteil als gägiges Maßstab für die schnelle 

Verneinung der Erfolgszurechnung funktionieren kann.

Die Adäquanztheorie ist aufgrund fehlender normativer Anknüpfungspunkte als 
gescheitert angesehen, die dem Täter den Erfolg objektiv zurechnen. Die      

Adäquanztheorie verwendet in der koreanischen Praxis nur einziges Kriterium der 

Voraussehbarkeit. Die Voraussehbarkeit hängt willkürlich vom Richter ab und 

dadurch die Rechtsunsicherheit. bringt. Die Hauptkritik liegt also darin, dass mit 

nur einem Kriterium der Voraussehbarkeit die Adäquanztheorie alle Fälle der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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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folgszurechnung behandeln wollte.

Die Erfolgszurechnung beruht eigentlich auf der normativen Sicht. Man hat dafür 

viele wichtige Kriterien entwickekt. Es gibt selbstverständlich viele Fälle, in 

denen man mit Voraussehbarkeitskriterium überhaupt nicht auskommen kann. Die 

Adäquanz könnte als ein Kriterium der Erfolgszurechnung eine begrenzte Rolle 

spielen. Aber man braucht normativ mehr anwendbare und konkrete Kriterien für 
die Erfolgszurechn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