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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객관적 귀속*

―논의상황과 문제점―

1)

Wolfgang Frisch**

韓 尙 勳 譯***

지난 30년 동안 형법도그마틱의 주제 중 객관적 귀속보다 많이 다루어진 주제

는 거의 없다.1) 물론 이러한 활발한 관심을 통해 많은 부분이, 특히 세부적으로 

명확해졌고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동시에 ―아쉽게도― 이 주제에 대

한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 상이한 관점과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는 많은 논문들

은 논의상황을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었다. 소위 객관적 귀속이론의 열성적 지

지자와 함께 강한 반대자들도 있다. 또한 입장과 주장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다양한 견해들도 있다.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종종 명확한 입

장을 취했던 독일판례도 이 주제에 관하여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언급하 다. 따

라서 객관적 귀속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완전히 명확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해

석을 필요로 한다.

객관적 귀속의 문제에 대하여 윤곽을 그려보려는 노력이 어려운 것은 혼란스

러울 정도로 많은 논문과 다양한 견해들 때문만은 아니다. 그 외에 다른 두 가지 

* 이 논문은 2002년 10월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
되었던 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 법대 간의 공동심포지움(Symposium zwischen den 
juristischen Fakultaten der Uni. Freiburg und Seoul)에서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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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까지의 자세한 논문목록은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usw., 

1981; für die Zeit bis 1987/88, Frisch, Tatbestandsmäßiges Verhalten und Zurechnung 
des Erfolgs, 1988 참조. Für die Zeit danach siehe insbesondere die eingehenden ― im 
einzelnen freilich durchaus unterschiedlich ausgerichteten― Monographien von Koriath, 
Grundlagen strafrechtlicher Zurechnung, 1994; Puppe, Die Erfolgszurechnung im 
Strafrecht, 2000 und Degener, ‘Die Lehre vom Schutzzweck der Norm’ und die 
strafgesetzlichen Erfolgsdelikte, 2001, sowie die Beiträge von Hirsch, Lenckner-FS, 
1998, S. 119 ff. und Schünemann, GA 1999, 20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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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첫째, 객관적 귀속이라는 상위개념 아래에서 매

우 다양한 문제상황들이 함께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객관적 귀속에 대하여 

완전히 상이한 이해의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적 귀속에 대한 

논의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는 사람들은, 우선 객관적 귀속에 대

한 전체의 논의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해방식과 개념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2) 먼저 이 점이 분명해져야만 비로소 찬성과 반대입장을 정확히 구별하고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논의상황과 찬성론 또는 반대론의 강도에 대하여 정확한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바탕에서만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즉 

정확한 입장표명이 가능해진다.

Ⅰ. 객관적 귀속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방식들

1. 객관적 귀속에 대한 Honig의 이론―근대적 옹호자

객관적 귀속이라는 범주에 대한 새로운 형법적 논의의 출발점은 1930년에 발

표된 Honig의 논문이다.3) Honig는 이 논문에서 많은 구성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의 상당한 확정(adäquate Bestimmung)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이 등가설(조건설, Äquivalenztheorie)로는 만족스럽

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은 비유형적인 인과과정의 경우를 통하여 학설상 점차 

명백히 인정되었다. 당시의 범죄체계론상 책임에 속하는 고의와 과실을 이러한 

문제점의 교정수단(Korrektiv)으로 고려하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러한 배

경에서 당시 많은 학자들은 특히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와 같은 특정한 인과

과정을 이미 구성요건 역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협의의 인과관계 개념을 선호하

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특히 (사건경과의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

설(Adäquanztheorie)의 입장이었다.

Honig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러한 관점을 넘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

다. 그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구성요건적 관련성이 인과관계라는 존재론적 범주

2) 상세히는 Koriath (Anm. 1), insbesondere S. 98 ff., 330 ff., 404 ff., 538 ff.; 
geschichtlicher Überblick bei Hardwig, Die Zurechnung, 1997, S. 11 ff. sowie bei 
Küpper, Grenzen der normativierenden Strafrechtsdogmatik, 1990, S. 83 ff.

3) Honig, Frank-Festschrift I, 1930, S. 174 ff.



2004. 3.] 객관적 귀속 273

로 파악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법에서 그리고 형법의 구성요

건에서도 ―이 점에서 Larenz의 일반적인 귀속이론을 수용하여― 뭔가 다른 것

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즉, 그의 생각에 의하면, 결과를 한 개인의 작품(Werk)

으로 볼 수 있는지(따라서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자신의 의지

를 통해 외부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에 있어서 특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성된”(gestaltet)이라 함은 인과과정을 조종하는 의지표현의 

결과만을 의미한다. 즉 발생한 결과가 “목적적으로 설정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때”(als zweckhaft gesetzt gedacht werden)에만, 이러한 결과가 고려의 대상이 된

다. 이러한 결과만이 객관적으로 귀속되며, 인과적으로 우연적인 결과는 귀속되

지 않는다. 객관적 목적가능성(Bezweckbarkeit)이 결여된 사례로 오늘날도 종종 

설명에 이용되는 “상속삼촌사례”(Erbonkel-Fall)도 이미 Honig가 예로 들었다.

Honig의 새로운 관점은 객관적 귀속에 관한 많은 새로운 학설들의 기초가 되

었다: 객관적 귀속론의 새로운 지지자들도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은 인과관

계개념만으로는 적절히 기술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 경우 명시적으로 Honig를 

근거로 삼았다.4) 그러나 Honig의 객관적 귀속론과 새로운 객관적 귀속론은 대체

로 바로 이러한 문제의 대상과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공통될 

뿐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출발점과 근본적 접근의 공통점의 이면에는 ―얼마 전 

Maiwald5)가 지적했듯이―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6) 새로운 귀속론은 결과의 

귀속을 결과의 객관적 목적관련성(objektive Zweckhaftigkeit)이라는 전법률적 범

주 이상의 어떤 것에 의존시킨다. 새로운 귀속론에서는 일련의 추가적 법적 기준

들(zusätzlicher rechtlicher Kriterien)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7) 그래서 객관적 목적

가능성이라는 기준만으로 볼 때는 객관적 귀속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새로

운 귀속이론으로 볼 때는 귀속할 수 없는 결과들이 존재하게 된다.8) 이는 동시

에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여러 비판을 평가할 때 구별해야 하는 점이다. 즉 객관

4) Vgl. statt vieler Roxin, Honig-Festschrift, 1970, S. 133 ff.; Jescheck, LK, 11. Aufl. 
1993, vor § 13 Rn 64 m.w.N. in Anm. 92.

5) Maiwald, Miyazawa-Festschrift, 1995, S. 465 ff.
6) Honig와 Roxin의 이론의 차이점에 대하여 상세히는 Frisch, Roxin-Festschrift, 2001, S. 

213 ff.
7) 예를 들어, 허용되지 않는 위험창출, 위험감소 등에 관하여는 2. 이하 참조.
8) Vgl. dazu im einzelnen Maiwald, Miyazawa-Festschrift, S. 468 ff.; Frisch, Roxin- 

Festschrift, S. 21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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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강하게 규범화된 새로운 객관적 귀속론을 대상

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얼마 전 Maiwald에 의해 그 상당성이 다시 강력히 주장

된 예전의 귀속론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9)

2. 결과의 객관적 귀속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 결과귀속에 있어서 특

별한 법적 기준에의 의존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중심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요건 하

에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Honig에게 있어서는 前법률적인 요소(vorrechtliches Moment), 좀더 자세히 말하

자면 법이 고려해야 하는 이미 존재하는 소여(Vorgegebenheit)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반면, 새로운 객관적 귀속론에서는 특별한 법적 기준이 전면에 등장한다. 

이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귀속론은 Honig보다는 훨

씬 좁은 의미에서 객관적 귀속을 이해한다. 즉 Honig에 있어서는 결과를 (前법률
적 의미에서) 과연 행위자의 작품(Werk)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으며, 

그렇다고 하여도 추가적인 법적인 고려를 이유로 결과가 불법으로 귀속될 수 없

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달리 새로운 귀속론에서는 마지막 문제, 즉 결과의 불법

적 성질(Unrechtscharakter des Erfolgs)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 ―위법성조각

사유는 논외로 하고― 기본적인 자격(Qualifikation)이 문제되는 것이다.10) 이 점

은 귀속의 척도에 반 된다. 이제 본래의 법적 기준들이 대두된다. 즉 발생한 결

과를 행위자에게 (불법으로서) 귀속시키려면, 행위자는 (결과발생의 객관적 목적

가능성(Bezweckbarkeit)이 포함되는 그러나 그 이상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허용되

지 않는 위험(mißbilligte Gefahr)을 창출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위험은 실현되어

야 한다.11) 이러한 입장차이를 통하여 Honig의 귀속론과 새로운 귀속론이 객관

9) Köhler, Strafrecht AT, 1997, S. 143 ff.에서도 인격성의 관점에서 지배가능성이 객관
적 귀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10) 이러한 관점과 불법구성요건론의 차이에 대하여 상세히는 생략한다. 다만 이들은 서
로 유사하다.

11) Vgl. etwa Roxin, Strafrecht AT, 3. Aufl. 1997, § 11 Rn 39 ff; Rudolphi, SK-StGB, 7. 
Aufl., 1999, vor § 1 Rn 57 ff.; Jakobs, Strafrecht AT, 2. Aufl. 1991,7/35 ff., 78 ff.; 
NK-Puppe, 2. Aufl. (3.10.1998), vor § 13 Rn 142 ff., 183 ff.; Wessels/Beulke, 
Strafrecht AT, 31. Aufl. 2001, Rn 179; eingeh. weit. Nachw. bei Frisch (Anm. 1), S. 
18 ff., 3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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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귀속에 대하여 서로 판이하게 이해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이들에게 귀속론

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역할도 행하지 않는 사건경과를 배제하는 것 이상이 아니

다. 이제는 이렇게 속아진 사건경과 중에서 기본적으로, 즉 위법성조각사유를 논

외로 하고,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결정하는 것이 문제된다. 요

약하자면: 객관적 귀속론은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인, 즉 위법성조각사유

를 논외로 하고는, 발생한 결과의 불법적 성격에 대한 최종적 언명(Aussage)을 

다루는 이론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기본이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위험

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소시킨 경우에는 인과적으로 행위자가 야기

한(그리고 객관적으로 목적될 수 있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12)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이미 임박한 결과를 약화시키는 행위

를 법질서는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 작위의 역에서) 행위자에게 발생

한 결과를 (불법결과로서) 귀속시킬 근거는 결여되어 있다. 그러한 위험감소 이

외에도 사전적(ex ante) 관점에서 사후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는 예전 학설에서 특히 많이 다루어진 비유형적 인과

과정의 사례이다― 동일하다.13) 또한, 어떤 행위가 생활경험에 따라 특정한 결과

를 발생하게 할 수 있더라도, 어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당해 행위의 이익을 고려해 이러한 행위는 종종 수인되어야 한다.14) 결과적으로 

이러한 허용된 위험창출을 통하여 결과가 발생하 다고 하여도, 이러한 결과는 

그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위험의 창출이라면 객관적 귀속론의 일반원칙에 따라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결되어 유책한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통해 비로소 결과가 발생하 고 전체과정이 피해자의 유책한 자

기위태화에 해당할 경우에는, 결과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창출이 결여되어 (불법

으로서) 역시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15) 하지만 이 경우는 이미 객관적 귀속

12) 위험감소의 사례에 대하여는 Roxin, Honig-Festschrift, S. 136.
13) Vgl. dazu etwa Rudolphi, SK-StGB, vor § 1 Rn 62 und Wolter (Anm. 1), S. 29, 91 

f., 224; ders., in: Schünemann/Figueiredo Diaz (Hrsg.), Bausteine des europäischen 
Strafrechts, 1995, S. 22 ff., 27 ff.

14) 그리고 위험은 일반적 생활위험 또는 수인되는 제약으로 간주된다. Rudolphi und 
Wolter aaO. 참조.

15) 자기위태화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Frisch, NStZ 1992, 1 ff., 62 ff.; Jakobs, AT, 7/ 
12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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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내부에서도 ―자기책임성(Eigenverantwortlichkeit)이라는 기준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다. 더 논란이 심한 것은, 유책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요건 하에서 결과귀속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종래에는 소급금지원칙에 의하여 다루어졌으나, 근래에는 구

체적 예견가능성이나 위험증대라는 논제 하에 논의되기도 하고, 발생한 인과진행

의 조종가능성과 목적가능성으로 논의되기도 하며, 신뢰의 원칙이나 사회적 상당

성으로 논의되기도 하고, 행위의 특정한 의미관련성으로써 제3자의 범죄적 행위

라는 관점에서 귀속의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한다.16)

이러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허용되지 않는 위험창출이라는 한계상황의 문제

들이라고 할 수 있고,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실현이라는 논점으로 가면 이견은 

비교적 적다. 새로운 귀속론의 주장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에 같이 행위자에 의

해 창출된 허용되지 않는 위험(총을 쏘아 살인한 경우)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허

용된 동반위험(Begleitrisiko), 특히 일반적인 생활위험이 실현된 경우(예를 들어 

총에 맞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는 객관적 귀속의 두 번째 요건, 즉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실현이라는 요건이 결

여되어 객관적 귀속은 부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 특정한 위험창출을 방지하기 위

한 규범(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허용되지 않는 위험창출이 있으나, 이

처럼 단순한 동반위험이 실현된 경우에는 침해된 규범의 보호목적 밖에

(außerhalb des Schutzzwecks) 존재하는 사건경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귀

속시킬 수 없다.17) 당연히 개별사안, 즉 어떤 인과과정이 특정한 구성요건의 보

호 역에 포함되며, 언제 행위자에 의해 창출된 위험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특정한 위험의 방지와 관련해 

제3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이다.18) 하지만 이러한 세부적 논점에 대한 논란에

도 불구하고 객관적 귀속론(주장자)은 근본적인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실현원칙의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두 번째 적용 역과 관련해

16) Eingeh. Nachw. bei Frisch (Anm. 1), S. 231 ff.; Rudolphi, SK-StGB, vor § 1 Rn 78 
f. – Zum Ganzen auch Weigend, Nishihara-Festschrift, 1998, S. 197 ff. und Frisch, 
Lüderssen-Festschrift, 2002, S. 539 ff., 544 ff.

17) Vgl. etwa Roxin, AT, § 11 Rn 72 ff.; Schünemann, JA 1975, 715 ff.; Puppe, Jura 
1997, 624 ff.; 규범의 보호목적론에 대한 상세한 비판으로는 Degener (Anm. 1), 
passim. 참조.

18) Vgl. dazu Burgstaller, Jescheck-Festschrift, 1985, S. 35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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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의견은 일치한다. 즉 행위자가 적법하게 행위 했을지라도 역시 동일하게 결

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면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다.19) 의사가 의술에 적합하게 수술하 더라도 부검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었

던 질병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 다면,20) 즉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도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다면 결함 있는 행위는 분명히 결과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결함있는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의 특별한 (위험실

현) 관련성도 결여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귀속론 내부에서의 견해의 일치는 단지 

이러한 기본사실관계의 경우에만 존재한다. 반면에 결과발생이 합법칙적인 행위

를 통해 회피될 수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밝힐 수 없는 ―종종 그러하듯이― 

경우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통설은 이 경우에 결과귀속을 부인한다. 이 경우 

발생한 결과를 유책한 위험창출의 결과로 돌릴 수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

문이다.21) 특히 (의무위반의 인과관계결여 또는 위법관련성의 결여라는 말을 쓰

는) 판례의 견해도 이와 같다. 그에 반해 강력한 반대견해 ―소위 위험증대이론

―은 그러한 불분명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어쨌든 결과발생

의 위험을 증대시켰음이 분명하다면 결과를 귀속시키려고 한다.22)

3. 광의의 객관적 귀속론

이상에서 설명한 두 종류의 객관적 귀속론은 ―출발점과 객관적 귀속의 척도

에서의 중대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한다. 즉 객관적 

귀속의 문제소재(Topos)는 특정한 범죄의 특정한 문제, 결과범에서 요구되는 행

위와 결과발생 간의 관련성이라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이상

에서 설명한 객관적 귀속에 대한 이해방식 및 주제목록과 이제 설명하려는 본질

적으로 대단히 포괄적인 귀속론 및 객관적 귀속론을 구별짓게 한다. 포괄적 귀속

론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귀속을 결과범에서 행위와 결과 간의 관련성과 동일시

19) Vgl. etwa Roxin, AT, § 11 Rn 67 ff.; Jakobs, AT, 7/78. ― Eingeh. dazu Küper, 
Lackner-Festschrift, 1987, S. 247 ff.; ergänzend Frisch (Anm. 1), S. 529 ff.

20) Vgl. dazu den Fall BGHSt 21, 59.
21) Vgl. etwa Jakobs, AT, 7/98 ff.; BGH StV 1985, 229 m. Anm. Schünemann; eingeh. 

Nachw. bei Frisch (Anm. 1), S. 537 ff.
22) Vgl. etwa Roxin, ZStW  74 (1962), 411 ff.; Rudolphi, SK-StGB, vor § 1 Rn 65 ff.; 

Schünemann, JA 1975, 647 ff. (letzterer aber nur für den Bereich der 
Begehungsdelikte). ― Weit. Nachw. bei Frisch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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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을 일부는 유감스럽게 보는 바와 같이23)― 협소한 것

이다. 근대 자연법적 이론과 헤겔의 이론을 계승한 이 새로운 귀속론의 지지자들

에게 있어서는, 범죄를 특정한 사건(Geschehen)의 귀속문제로서 행위자에게 유책

한 야기자(Urheber)로서 이해하고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종류의 귀속모델들은 20세기에 반복적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법철학자이며 민법학자인 Larenz의 “헤겔의 귀속론과 객관적 귀속개념”에 관한 

논문까지 거슬러올라간다.24) 1950년대에 Hardwig은 자신의 교수자격논문에서 범

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방식으로써 귀속문제를 제기하 다. 이 논문에서 그

는 위법성에의 귀속과 책임에의 귀속을 구별하고 전통적인 범죄의 요건을 이러

한 체계 내에 정서시켰다.25) 이와 유사한 사고는 이후에 Hruschka(그리고 그의 

제자인 Joerden)에서 발견된다. Hruschka는 객관적 귀속과 주관적 귀속은 19세기 

초반에 이미 범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체계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하 다. 

Hruschka 자신도 자신의 체계에서 행위로서 (신체거동의) 귀속문제 및 이를 위하

여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칙위반적(또는 위법적)이라는 

첫 번째 단계의 평가와 이러한 첫 단계의 귀속에 기초한 (두 번째 단계의) 책임

귀속을 구별하 다.26) 협의의 객관적 귀속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Wolter에서도 발

견된다. 그는 명시적으로 객관적 귀속과 人的 귀속을 결과의 귀속뿐 아니라 행위
의 귀속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다.27) 다른 학자들은 이와 아주 유사하게 정범과 

공범의 여러 형태를 귀속형태로 파악한다.28) 교과서에서 이같은 광의의 의미로 

귀속을 사용하는 경우는 Jakobs이다. 그는 전통적인 범죄요건에 대한 논의 전체

를 단지 귀속론이라고 명명한다.

23) Vgl. etwa Hruschka, Strukturen der Zurechnung, 1976, S. 2 (Anm. 3); Reyes, ZStW  
105 (1993), 108, 128.

24) Larenz, Hegels Zurechnungslehre und der Begriff der objektiven Zurechnung, 1927, 
insbes. S. 60 ff.

25) Vgl. Hardwig, Die Zurechnung. Ein Zentralproblem des Strafrechts, 1957, S. 111 ff.
26) Vgl. Hruschka (wie Anm. 23), S. 3 ff., 36 ff.
27) Vgl. schon den Titel der Arbeit (Wolters):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von 

Verhalten, Gefahr und Verletzung in einem funktionalen Straftatsystem, 1981; siehe 
auch Reyes, ZStW  105 (1993), 108, 128 ff., 133, der die objektive Zurechnung 
ausdrücklich auf Tätigkeitsdelikte erstreckt.

28) Vgl. etwa Bloy, Die Beteiligungsform als Zurechnungstypus im Strafrecht, 1985, S. 
29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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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광의로 이해되는 귀속론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객관적 부분이 존재한

다.29) 그러나 무엇이 정확하게 객관적 역에 속하는지를 명시하기는 협의의 귀

속론에 비하여 좀더 어렵다. 그 이유는 먼저 광의의 귀속론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객관적”이나 “주관적”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하여 핵심적 개념인 귀속을 구분짓

기 때문이다. 또한 적지 않은 전통적인 범죄성립요건도 단순히 객관적이나 주관

적이라고 정서하기 곤란하다. 어쨌든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행위와 결과 간의 특정

한 관련성 이외에 특정한 문제들을 객관적 귀속의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는 특히 특정한 행태를 도대체 (지배가능한 행태라는 의미에서) 행위라고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그렇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행위가 법익담지자의 요구(또는 승낙)으로 인하여 행해졌다

면, 그로 인한 법익침해는 (규범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법익담지자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Ⅱ. 객관적 귀속론의 인정과 비판

이상에서 개관한 다양한 이해방식은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찬성과 비판에 대

한 윤곽을 그리고 이에 관한 비판과 반비판을 이해하기 위하여 의미가 있다.

1. 논란과 비판의 본래의 핵심: (법적으로) 보완되는 협의의 객관적 

귀속론

사실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찬반논의와 비판들은 전술한 모든 이해방식에 대

하여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설명은 행위와 결과 간의 특별한 객관적 

관련성에 제한되며, 이 점에서 아주 특정한 법적인 요건(객관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 위험의 창출과 발생한 결과에서 창출된 위험의 실현)을 제시하 던(I.2.에서 

설명한) 객관적 귀속론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Armin Kaufmann이 객관적 귀속론에 대하여 행하 던 날카로운 비판을 통하여 

이는 아주 명확해질 것이며, Kaufmann 자신도 이 점을 강조하 다.30) 그가 강조

하 던 바는 고의범에서 행위와 결과(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실현이라는 의미에

29) Siehe auch Reyes, ZStW  105 (1993), 108, 128 f.
30) Vgl. Kaufmann, Jescheck-Festschrift, 1985, S. 251, 25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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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이의 충분한 관련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의문제에 선행하여 위험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가 하는 점이었다. 그는 바로 이러한 객관적 귀속론의 

핵심내용을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그는 원칙적이고 

일반적으로 광의의 객관적 귀속론(전술한 I.3.)에서 정리한(행위, 책임 등) 요건들

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요건

(Sachvoraussetzungen)은 그도 전체적으로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처럼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요건들을 귀속론의 대상으로써 논제화

하는 것이 의미있는가, 이것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들이 논란이 될 수 있다.

Honig가 명확히 하 으며 현재에는 Maiwald가 옹호한 바 있는 협의의 객관적 

귀속론(전술한 I.1.)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점에서 논의되는 사건경과

의 객관적 목적가능성(Bezweckbarkeit), 형성가능성(Gestaltbarkeit), 또는 지배가능

성(Beherrschbarkeit)이라는 요건도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에서 거의 안중에 

없다. 왜냐하면 객관적 귀속론의 비판자들도, 대부분은 목적적 행위론의 주창자

들인데, 아주 특이한 사건진행이나 제3자를 통한 결과발생의 경우에 범죄성립을 

배제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실요건을 인정한다. 이들은 이러한 요건을 다

른 범주로 위치지울 뿐이다. 즉, 특이한 사건진행의 경우에는 지배불가능성의 관

점에서 실현의사나 행위를 부정하고, 제3자의 중간개입의 경우에는 범행지배를 

부인한다.31) 이러한 경우에 다툼은 이러한 사실요건은 그 자체로 명명하는 것이 

(주관적인) 다른 문제로 변질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로 

축소되어 버린다.32)

요약하면: 객관적 귀속론을 인정하거나 비판하는 입장들은 본질적으로 객관적 

귀속론이라는 표제 하에 행위와 결과 사이의 특정한 연관성을 논의의 주제로 삼

고 있으며, 이 경우 논의대상은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실현과 같이) 특별한 법

적 요건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객관적 귀속론, 즉 규범화된 결과귀속론

(normativierende Erfolgszurechnungslehre)이다. 다른 종류의 귀속론이 있기도 하

지만 ―이들은 용어만을 바꾸거나 이미 폭넓게 인정된 사실요건들을 단지 이름

만을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의 찬반논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끌

31) Vgl. etwa Hirsch, Lenckner-Festschrift, S. 131 ff., insbesondere S. 139 ff.; Küpper 
(Anm. 2), S. 92 f. (siehe dort insbes. auch Anm. 67), 99.

32) 이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는 Frisch, Roxin-Festschrift, S. 22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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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한다. 물론 ―비판적― 관심의 중심에 있는 법적으로 발전된(규범화한) 

결과귀속론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논의, 비판의 문제와 단순한 용어상의 논란을 

구별하여야 한다.

2. (법적으로 발전된) 객관적 (결과)귀속론의 인정과 확대에 관한 현재 상황

여기에서는 먼저 객관적 귀속론 혹은 이 이론이 요구하는 실제요건들이 어느 

정도나 인정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는 고의범과 과실범

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과실범의 역에서 객관적 귀속론의 기본관점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

된다. 차이점은 단지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다(과실범의 역에서 객관적 귀속론

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일부학설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위

험의 창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견해는 과실범이론의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

하며 행위자의 주의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33)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역시 타인의 법익에 대

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위험창출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금방 분명해진

다. 동일하게, 위험과 결과 사이의 특별한 연관성에 대해, 결과를 구성요건의 보

호 역 안에 있는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실현으로 표현하여 서술하든지, 아니면 

위법관련성이나 의무위반관련성으로 이야기하든지 단지 용어상의 차이일 뿐이

다.34) 이에 관하여는 의견이 상당히 일치되어 있다.35) 귀속가능성이 결여되어 있

는 하위유형들도 특히 판례에 있어서의 초기 혼란 이후에는 ―피해자의 유책한 

자기위태화의 경우 결과의 귀속이 부정되는 것과 같이(예: 약물의 복용)― 인정

되고 있다.36) 귀속론의 체계에서 보다 정확하게 정서시키는 것은 여기에서(판례

에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논쟁이 존재하는 경우(예로 적법한 대

체행위에서 결과귀속의 문제), 이는 객관적 귀속론이나 그에 대한 찬반논란과는 

관련이 없다. 이 점은 이에 상응하는 논란이 객관적 귀속론 진  내에서도(그리

고 이 이론의 발전 이전부터) 존재하 다는 사실을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다.

33) 특히 판례와 객관적 귀속론의 비판자들이 그렇다. vgl. etwa Küpper (Anm. 2), S. 100 ff.
34) Küpper (Anm. 2), S. 100, 108도 동일성을 인식한다.
35) 단순한 위험증대의 경우에는 다르다. vgl. Küpper (Anm. 2), S. 100 ff. 그러나 객관적 
귀속론 내부에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36) Vgl. etwa BGHSt 32, 262ff. Weitere ‘Übernahmen’ der objektiven Zurechnungslehre 
seitens der Rechtsprechung bei Frisch, Roxin-Festschrift, S. 21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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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객관적 귀속론의 요건 ―예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이 결여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실현이 결여된 

경우와 같이―을 근거로 가벌성의 부정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즉 판례는 지금까지 객관적 귀속론을 과실범의 역에서만 인정하 고, 고의범의 

역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37) 따라서 필자의 판단으로는, 고의범의 

역에서 객관적 귀속론에 대해 용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 요건들에 대

하여도 비판하고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고) 거부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맞다.38) 그러나, 판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객관적 귀속론에 대하여) 명

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판례가 침묵하

는 이유는 판례가 객관적 귀속론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계기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삼촌사례(Erbonkel-Fall) 등과 같은 사례들은 훌륭한 교과서사례이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누가 자신의 적수를 ―주관적 요소에 대한 실

무상의 입증곤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특이하고 성공가능성도 적은 방법

으로 살해하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도로교통이나 항

공의 용인될 수 있는 위험을 이용하지 않는다. 현실의 범죄자는 수인될 수 있는 

위험을 명백히 넘어서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따라서 귀속론의 이 요

건은 명확히 충족되고, 이에 관하 특별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다). 만약 이처럼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만을 내포한 수단을 통한 (입증가능한) 사례가 실제로 발

생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최고법원의 결정 훨씬 이전단계에서 종료되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형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

이다(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귀속론에 대한 반증이라기보다는 확증이다). 실제로 

고의범에서 적절한 사례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존재하거나, 행위자가 최소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여(따라서 불능미수가 성립되는 경우이다)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문제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

례로 하여금 고의범에서의 객관적 귀속론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강제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즉, 행위자가 어떠한 위험을 창출하 고, 이 위험은 

과실범에서조차도 불인(Mißbilligung)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는 이

러한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고 용인하 을 경우이다. 자기책임 하에 행위하는 자

37) Vgl. etwa Wessels/Beulke, Strafrecht AT, 31. Aufl. 2001, Rn 181.
38) Etwa Hirsch, Armin Kaufmann, Struensee, Küpper und andere (siehe dazu noch näher 

unte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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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약물을 교부하고 이때에 주사를 통한 사망의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경우(그리고 사망을 감수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례도 고의범의 역에서 아주 쉽게 탈각되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에도 고의의 입증은 곤란하기 때문이다(또는 의사적 요소가 부정되기 때문이

다). 법실무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통상 과실범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목적적 행위론자들의 비판

물론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실제적인 비판도 존재한다.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객관적 귀속론과 그 이론의 사실요건을 단호히 거부한다.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의를 제기하 다. 첫째가 객관적 귀속론과 그 

이론의 사실요건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과실범의 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 및 결과발생에 있어 그러한 위험의 실현이라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위의 주의의무위반 및 위법성관련이

라는 전통적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한다.39) 고의범의 역에서는 실현의사로서 고

의나 범행지배나 행위력(Tatmacht)이라고 하는 정범의 구별기준들에 의하여 한계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고 한다.40) 목적적 행위론자들에 의하면, 객관적 귀속론이 

불필요할 뿐만이 아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 귀속론은 ―이것이 두 

번째 비판인데―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라는 개념의 지나친 규범성으로 인하여 

매우 불확정적이고 따라서 위험하다고 한다.41) 그리고 세 번째로 객관적 귀속론

은 위험창출이 허용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소위 순수한 객관적 평가를 한다고 하

는데 이 점도 전혀 의미 있게 실행될 수 없다.42) 하나의 동일한 행위,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자의 교부라는 행위는, 교부인이 하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에 따라, 금지되거나 금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주장한다.

39) Vgl. dazu etwa Hirsch, Festschrift der Rechtswissenschaftlichen Fakultät zur 600-Jahr- 
Feier der Universität zu Köln, 1988, S. 406; ders., Lenckner-Festschrift, S. 127; 
Küpper (Anm. 2), S. 100 ff.; siehe auch schon Armin Kaufmann, Jescheck- 
Festschrift, S. 261.

40) Vgl. Hirsch, Köln-Festschrift, S. 404 f.; Küpper (Anm. 2), S. 92 ff.; einschrnkend 
aber später Hirsch, Lenckner-Festschrift, S. 131 ff., insbesondere S. 139 ff.

41) So insbesondere Küpper (Anm. 2), S. 93 ff., 100 ff.
42) Vgl. etwa Armin Kaufmann, Jescheck-Festschrift, S. 261, 266; Struensee, GA 1987, 

97, 99 f., 105 f.; Hirsch, Köln-Festschrift, S. 405, 406; zustimmend Koriath (Anm. 1), 
S. 53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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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이의들 중에서 객관적 귀속론과 그 이론의 사실요건들은 불필요

하다는 비판은 그 자체로 해결된다.43) 객관적 귀속이론의 반대자도 객관적 여과

장치(objektive Filter)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들은 “허용되지 않는 위험” 및 “허

용되지 않는 위험의 결과로의 실현”이 아니라, “주의의무위반”, “위법성관련” 및 

“행위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여과장치는 불필요하다

는 비난이 아닌, 부적절한 객관적 기준을 사용한다는 비난만이 기껏해야 정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귀속론이 과도하게 규범적이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불확

실하다는 것과 같은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은 ―

오히려 그 반대로― 모호한 존재론적 개념인 “행위력”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법

적 기준(das rechtlich Maßgebende)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요건은, 주의의무위반

에 비하여,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있어서도 규준이 될 만한 것을 선입견 

없이 그리고 더구나 충분히 유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4) 올바른 기

준만이 문제된다면, 순수하게 규범적인 기준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 아

니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 위험

의 창출과, 결과발생에 그러한 위험의 실현이라는 요건은, 발생한 결과에 대해 

한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진지하고 다툼의 여지없는 사실요건이다.45)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위험창출이 허용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객관적으

로는 판단될 수 없으므로, 객관적 귀속이론의 “객관성”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만이 남는다.46) 행위자가 위험과 관련된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 위험과 관련

된 모든 사정에 기초하여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한 경우에, 통상 행동조정(Verhaltenseinrichtung)이 기대될 

수 있으며, 반대되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로써 금지될 수 있다. 그

러나 객관적 귀속론의 비판자들이 이로부터 객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은 

더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위험과 관

련된 사정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또한 위험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

43) 상세히는 Frisch, Roxin-Festschrift, S. 221, 227 ff.
44) 상세히는 Frisch, Roxin-Festschrift, S. 221 f., 226 f., 229 f.
45) 이 사실요건에 대하여 상세히는 Frisch, Roxin-Festschrift, S. 222 ff. m.w.N., 

insbesondere auch der einschlägigen Passagen bei Frisch, Tatbestandsmäßiges 
Verhalten und Zurechnung des Erfolgs, 1988.

46) Siehe dazu insbesondere Armin Kaufmann, Jescheck-Festschrift, S. 265 ff.; Struensee, 
GA 1987, 9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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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들도 그 성질상 객관적이다. 특정한 사정에 대한 인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주관

성(Subjektives)은, 행위자가 위험과 관련된 사정을 인식함으로써, 행위자가 이러

한 사정에 주목할 것을 기대하고,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위험창출의 심사에 있어

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게 하며,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위험하며 허

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한도에서만 역할을 한다.47) 그러

나 그 한도에서 우선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사정을 인식하 다는 사실만이 유의

미한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역할을 준수했더라면 

인식했어야 했던 사정도, 행위의 객관적인 불인(objektive Mißbilligung)이라는 관

점에서 위험창출을 검토함에 있어 규범적으로 중요하다.48) 그러므로 객관적 귀속

이론에 대한 몇몇 비판자들이,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문제는 행위자의 고의에 의

하여 좌우된다는 (그리고 그 한도에서 명확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떠한 대답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다. 요약

하면,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목적론자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허용되지 않는 

객관적 위험의 창출,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 결과에서의 실현이라는 요건은 의미

있고 정당한 결과범의 불법요건이다.

4. 객관적 귀속론이 가지는 본래적 의문점

규범화된 결과귀속론으로 이해되는 객관적 귀속론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의심이 전혀 없지는 않다. 오늘날 주로 주장되는 형태의 객관적 귀속론은, 

본질적으로 결과귀속의 문제가 아닌 여러 문제들을 결과귀속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

행위와 결부된 허용되지 않는 위험창출이라는 요건은 전혀 귀속의 요건이 아

니다. (위험감소의 경우에 가장 분명해지는 것처럼) 이 요건이 흠결되면, (법익위

험성의 관점에서) 금지된 행위(verbotenen Verhalten)가 존재하지 않는다.49) (특정

한) 허용되지 않는 위험 내지 위험성과 행위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결과범의 구성요건해당적 행위의 표지이다; 이러한 연결성이 결여되면, 그와 동

47) 이에 대하여 상세히, 그리고 행위자의 인식과 경험의 문제에 대하여는 Frisch, in: 
Wolter/Freund (Hrsg.), Straftat, Strafzumessung und Strafprozeß im gesamten 
Strafrechtssystem, 1996, S. 183 ff.

48) 행위자가 이전에 경험했으나 행위 당시에 고려하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는 Frisch, 
Roxin-Festschrift, S. 230 f.

49) 상세한 사례에 대하여는 Frisch, Roxin-Festschrift, S. 232 f.



韓 尙 勳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1호 : ?∼?286

시에 결과기수범의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도 부정된다.50) 따라서 이와 

함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가능성도 탈각

된다는 점은 당연하다. 이는 불법으로서의 결과 귀속이 그러한 결과를 근거지우

는 불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51) 따라서 확실히 결과귀속의 차원에서

는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의 결여의 추가효과(Zusatzeffekt)만이 문제된다. 이 점

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52) 왜냐하면, 결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경

우에도, 구성요건적 위험창출로서의 행위의 특성이 (미수범 역에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귀속 여부의 문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최소한 자신의 표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 기 때문에 행위자가 구성요건상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거나 

실행에 착수하 는가 여부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물론 구성요건해당적 행위에 부담을 주면서 결과귀속을 과장한다는 비판은 전

혀 중요한 비판은 아니다. 그러나, 객관적 귀속론은 심오한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문제제기와 문제 역들을 모두다 결과귀속에 추가시켜버림으로써 이

들을 뒤섞어 버린다. 어떤 행위가 그와 결부된 위험창출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는

가 여부는 전혀 귀속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승인된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법적으로 승인된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이러한 문제

는 개념적으로 귀속의 문제에 선행한다.53)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 행위자가 

전혀 행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속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기

될 수 있고, 논의될 수 있다. 타인의 법익을 고려한 자유의 범위와 한계라는 문

제와 귀속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만 서로 구별되는 대상은 아니다. 실제적인 근거

에서도 양자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양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서로 다

50) 상세히는 Frisch (Anm. 1), S. 33 ff., 36 ff., 59 ff., 70 ff.; 이에 동의하는 견해로는 
Eser/Burkhardt, Strafrecht I, 4. Aufl. 1991, 3/99; 4/61, 64; Freund, Strafrecht AT, 
1998, § 2 Rn 13 ff., 72 ff.; NK-Puppe, 2. Aufl. (3.10.1998), vor § 13 Rn 143, 155, 
164; siehe auch Rudolphi, SK-StGB, vor § 1 Rn 57 a.E., 62 und Kuhlen, Roxin- 
Festschrift, S. 337 f. Fn 42-44.

51) 이러한 혼동과 모호한 반비판으로는 Roxin, Strafrecht AT, § 11 Rn 46, 상세히는 
Frisch, Roxin-Festschrift, S. 233 ff.

52) 이는 또한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Schünemann, GA 1999, 216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기도 하다.

53) 상세히는 Frisch, Roxin-Festschrift, S. 235 ff. 귀속과 “행위의 척도”로서 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또한 Hruschka (Anm. 23), S. 3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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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문제가 제기되고 상이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귀속의 역에서는 행동

의 조정가능성, 결과의 목적가능성과 같은 문제들이 흥미를 끈다.54) 왜냐하면 단

지 그러한 요건 하에서만 행위자에게 행동이나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개인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른 인식적 관심 

(Erkenntnisinteresse)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한 개인의 자유를 타인

의 자유(내지 법익)와 함께 일반법칙에 따라 모든 참여자가 (상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준수되어야 하

는 원칙들은, 개인의 평등, 자유와 법익의 가치, 자유와 법익의 유지를 위한 일정

한 자유의 제한의 적합성과 필요성, 책임 있는 권리보유자 자신에 의한 보호조치

의 기대가능성 등이다. 그러므로 귀속의 문제와 행위의 불허성과 불법성의 문제 

사이에는 서로 다른 문제상황, 상이한 해결원칙이 적용된다. ―때문에 모든 것을 

귀속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단순한 혼동 이상이며, 법실무적으로도 위험

하다. 이 점은, 형법에 있어 귀속의 문제가 허용되지 않는 불법한 행위의 존재

(Gegebensein)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의 불법

귀속의 사물논리적 전제도 어떠한 행동방식이 옳은 것이고 어떠한 행동방식이 

그렇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바꾸지 않는다.55)

그러므로 사실상 결과귀속론의 의미는 (규범화된 결과) 귀속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축소된다. 본래적 의미에서 결과귀속의 문제는, 행위자의 행동이 그

러한 행동의 고유한 특정한 위험으로 인하여 당해 범죄의 전형적인 금지된 행동

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서야 비로소 제기된다. 그 다음 질

문, 즉 발생한 결과가 위법한 위험창출 행위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관련성을 가

지는가의 문제가 바로 귀속의 문제이다 ―또는 최소한 귀속의 문제로서 의미 있

게 논의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귀속론의 해결원칙도 적절하다. 적법한 대체행위

의 경우 결과귀속을 부인하는 것은 결과발생이 적법한 행동을 통해서 회피될 수 

없었다는 점을 통해 근거지울 수 있다― (적법한 행위를 통한) 결과의 회피가능

성은 귀속관념의 대원칙(Kanon)에서 나오는 전형적이고 분명한 기준이다. 물론 

귀속론적 관점의 외피를 입히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54) 보충으로는 Frisch, Roxin-Festschrift, S. 235 f. 참조.
55) 이것이 “귀속문제의 보조개념”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Jakobs, Der 

strafrechtliche Handlungsbegriff, 1992, S. 43 f.)는 형법에서 법과 법침해의 해석에 있
어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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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지적될 수 있다. 적법한 대체행위를 통해서도 회피할 수 없는 결과가 발

생한 경우에 이미 실제적인 불법결과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는 위

법한 행위는 그 한도에서 규범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나는 이어지는 토론에서 기꺼이 좀더 상세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