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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법학방법론〉

형법해석의 방법*

―형법해석에 있어서 법규구속성과 정당성의 문제―

1)

李 用 植**

Ⅰ. 서론

근  시민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에 

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이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는가를 사전에 고지하여 시민의 예측가

능성을 보장한다는 자유주의의 요청과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는가는 시민의 

정통한 표인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요청에서 나온 것이다. 이

러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의 해석방법론은 원래 이 자유주의의 요청과 민

주주의의 요청을 함께 충족하도록 구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  형법학

에서는 이 두 가지 요청이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근거 내지 배경이 되지만, 법

관의 형벌법규 적용은 의회가 정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형식적

인 법률주의가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1) 그리하여 현 의 형법해석방법론은 법문

의 ‘가능한 어의의 범위’를 유일한 해석의 한계로 하여,2) 그 범위 내에서는 논리

적․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당해 형벌법규의 목적에 따른 

타당한 결론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구조로 되었다. 또한 법률은 늘 변동하는 

사회를 규제하기 위하여 해석․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의 해석자는 역사적 입법자

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 의 객관적인 법률의 의사에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교내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이러한 법률주의는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인 두 가지 요청을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되
는데, 제도화에 따라 두 가지 요청은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법률의 물신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Müller, Juristische Methodik und politisches System, 1976, S.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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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가능한 어의에 의하여 해

석의 한계를 정한다는 생각은 현 의 언어철학의 관점과는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현  언어학에 의하면3)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에 의존하

며, 부분의 사례에서 어의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

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해석에 의해 비로소 명확해지는 것

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하여 얻어질 수 있는 가능한 어의의 한계는 그 문언의 일

상적 의미에서 벗어나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점이다.4) 

둘째, 법관이 타당한 결론을 추구할 때 개입하게 되는 주관적 가치판단의 문제이

다. 현 의 해석방법론에서는 모든 법적 결정은 실정법에서 도출된다는 법실증주

의에 지배되고 있다. 그런데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논리적으로 성립가능한 복

수의 해석가설 중 어느 것을 타당한 해석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법관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하게 된다.5)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단지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

는 것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유독 형법학에서만 법관의 판결활동에 개재

되는 주관적 가치판단의 문제를 무시하는 해석방법이 정립되어야 할 까닭은 없

다고 생각된다. 셋째, 의회민주주의에 한 시민의 신뢰가 동요하고 있다는 문제

이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에 관한 의회의 평가가 정통성을 가지는 

것은 단지 의원들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의원들이 

공개적인 토의에 의하여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 있다. 토의는 합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 가지는 진리성과 정당성을 승인시키기 위하여 상

방을 설득하려는 사람들, 거꾸로 말하면 상 방 주장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설

득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견의 교환이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들은 의원들이 이기적인 이해나 당파적 구속에서 독립하여 상 방에게 

설득될 마음을 가지고 토의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고는 믿지 아니한다. 공적

인 토의를 거치지 아니한 법안이 거 한 압력단체나 관료조직 내에서 은 하게 

준비되고, 여당 내에서 관련단체간의 이해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실상 정

치적 결정이 내려지고, 의회의 심의는 단순히 특수한 이해를 공공의 이익으로 권

3) 법률해석에 관한 언어이론적 방법론에 관하여는 구모 , “형법해석의 한계에 관한 방
법적 성찰”,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2002, 371면 이하 참조.

4) Busse, Juristische Semantik, 1993, S. 191f.
5) 법관의 법해석과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법관 자신의 출신과 경력 그리고 그가 속하

는 사회계층의 이해가 반 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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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부여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가 지배하는 의회

의 결정에 절 적인 우월성을 부여하고 폭넓은 입법재량권을 인정한다면, 소수집

단의 기본적 인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정당성에 한 시민의 신뢰

도 동요하게 될 것이다. 즉 의회의 공공성에 한 신뢰가 상실되면 법률의 정당

성에 한 신뢰도 동요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형법의 해석방법을 죄형법정주의의 근저에 있는 자유주의와 민주

주의의 두 가지 요청에 입각하여 검토하여 보고, 법관의 판결활동에 개입되는 주

관적 평가의 정당성 문제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형법규범 자체의 정당성 논의

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형법의 해석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에 

하여 입법자가 제1차적으로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는가, 그것을 받아 실무가 어떻

게 구체적인 법의 계속형성을 행하는가, 그리고 정당성 평가의 최종적 심급인 시

민의 전체의사는 어떠한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동적인 논증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증주의적 법이론에 의하면 법관의 판결은 사안을 법

규에 논리적으로 포섭하는데 그쳐야 정당화된다. 그리하여 가능한 어의의 범위라

는 공식은 형법해석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소박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  언어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상언어의 애매

함이 드러나 그러한 형법 해석방법론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법규해석

의 과학성에 관한 문제는 단지 과학론적인 방법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사법부 

결단의 정당화,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구체적인 권력분립체제의 정당화 가능성이 

문제화되기에 이르 다.6) 즉 가능한 어의 공식의 불모성이 노정되고, 이 공식을 

사용하여 사례를 법규에 포섭시키는 것에 자신의 활동을 제한하여 그 정당성을 

주장하 던 법관은 이제는 가치판단을 행하는 실천주체로서 자신의 가치판단을 

정당화하여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7)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우선 법관이 법

규에 구속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으

로 그 법규의 구속을 받으면서 법관이 사안을 구성요건에 포섭하는 과정에 개재

되는 주관적 가치판단의 문제를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그 주관적 가치판단을 정

당화하는 논증이 어떠한 형태로 행해져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6) Schünemann, “Die Gesetzesinterpretation im Schnittfeld von Sprachphilosophie, 
Staatsverfassung und juristischer Methodenlehre,” FS-Klug, 1983, S. 173.

7) 포섭 이데올로기의 연혁과 한계에 관하여는 Hassemer, “Rechtssystem und Kodifikation 
- Die Bindung des Richters an das Gesetz,” in: Kaufmann/Hassemer (Hrsg.), 
Einführung in Rechts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der Gegenwart, 1977, S. 8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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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법해석에 있어서 법규구속성의 문제

1. 법규구속성을 의미론적으로 이해하는 견해 ― 가능한 어의의 공식

(1)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원칙

1) 형법에서 유추의 금지

유사하지만 다른 것에 하여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 내지 유추적

용이라고 한다. 예컨  형법 제317조는 의사나 약제사에 하여 업무처리상 지득

한 타인의 비 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간호사에 의한 비

의 누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간호사에 의한 비 의 

누설도 의사나 약제사에 의한 그것과 유사하다고 하여 형법 제134조로 비 을 

누설한 간호사를 처벌하면 이는 형법의 유추적용이 된다. 이와 같이 유추적용은 

문제가 되는 행위가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상이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

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것으로 형법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 유추와 확장해석

그런데 형법학에서는 통설에 의하면 유추적용은 금지되는데 확장해석은 허용

된다.8) 확장해석이란 형벌법규에 있는 언어를 그것이 가지는 의미 중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법규에 의한 처벌은 확장해석의 

한계에 의하여 제한된다. 이러한 확장해석의 한계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 있는가 하는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다. 즉 확장해석이란 A라는 문언의 의미 

중에 “일반적으로는” b라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을 포함한

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확장해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의미라는 개념에 의하여 내려지는 구체적인 결론이 확장해석의 

8)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타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확장해석에 의하여 ‘사람’을 모든 인간이라고 해석한다면 제250조 제1항
은 자살행위를 포함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살이 미수에 그치면 자살자 본인을 살인미
수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타인’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에서 자살관여죄가 특별히 경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형법
이 자살자 본인만을 제250조 제1항으로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축소해석 또는 엄격해석이라고 한다.



李 用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36∼6940

한계를 초월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논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거의 

부분이다.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실제상 매우 곤란하다.9)

3) 의미창조적 확장해석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확장해석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의미창조적 확장해석이라

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예컨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

는 통설에 의하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로

서10)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위험한 사무라고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오락목적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있다.11) 그러나 ‘업무’라고 하

는 말은 직업이나 공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락목적의 자동차운전도 ‘업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은 법원이 창출한 의미라고 생각된다.12)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는 이와 같은 의미창조적 확장해석도 허용되는 확장해석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언어의 의미를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다면, 죄

형법정주의원칙은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13)

(2) 가능한 어의

일반적으로 성문법체계의 국가에서 법이론은 법률상의 규범과 법관의 판결을 

양극으로 하는 논의라고 이해될 수 있다.14) 실증주의 법이론은 법관의 활동을 가

능한 어의 공식을 사용하여 사례를 법규에 포섭시키는 것에 제한함으로써 양극

을 일원화하 다.15) 그리하여 형법학의 통설에 의하면 법관의 활동은 법문의 가

9) 여기에서 이 공식은 신축이 자유자재하여, 허용되는 확장해석의 한계를 그어주는 기
준으로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10) 또한 판 1961. 3. 22, 4294형상5 참조.
11) 판 1970. 8. 18, 70도820.
12) 하태훈, “형벌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 원칙”, 형사판례연구 11, 2003, 19면의 “ 법원 

판례에서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법규정의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확장해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바로 이러한 면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3) Vgl. MK-Schmitz, 2003, § 1 Rn.58.
14) Hassemer, in: Einführung, S. 72.
15) Vgl. Ryffel, Grundprobleme der Rechts- und Staatsphilosophi, 1969, S. 53f.; Viehweg, 

“Positivismus und Jurisprudenz,” in: Blühdorn/Ritter(Hrsg.), Positivismus im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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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의미의 한계 내에 그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16) 즉 법적 평가의 정당성 

기준으로서 가능한 어의의 범위를 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실증주의나 형법의 

유추금지는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어의 공식의 합리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7)

이러한 구상은 일상언어의 존재론적 애매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한다.18) 법, 특

히 형법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러한 명확한 규정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범죄행위의 

윤곽이 법률에 확립되어있는 범죄행위는 문언상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19) 그리

하여 해석이라는 것을 가능한 어의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유추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20) 가능한 어의는 일의적인 것

(Univokes)도 아니고 다의적인 것(Äquivokes)도 아니고 유추적인 것(Analoges)이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1) 이러한 지적은 의미론적 규칙이 해석을 한계지우는 기

능을 갖는다는 소박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다.22) 가능한 어의라는 것 자체가 해

석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며, 해석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 동시에 해석

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는 법발견이 항상 유추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해석과 유추 사이에 존재한다는 문언의 한계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23)

Jahrhundert, 1971, S. 109f. 또한 정승환, “형법상 유추금지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12, 2001. 2, 144면 참조.

16) Depenheuer, Der Wortlaut als Grenze, 1988, S. 9.
17) Demko, Zur Relativität der Rechtsbegriffe in strafrechtlichen Tatbeständen, 2000, S. 

175. 그리고 정승환, 전게논문, 143면 이하.
18) Merz, “Auslegung, Luckenfüllung und Normberichtung,” AcP 163 (1964), S. 331.
19) Kaufmann, “Analogie und Natur der Sache,” in: Rechtsphilosophi im Wandel, 1972, S. 

278. 또한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Aufl., 1976, S. 159ff.; Depenheuer, 
Der Wortlaut als grenze, S. 7ff.

20) 해석도 역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추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Vgl. NK- 
Hassemer, § 1 Rn.95ff.; Jakobs, AT, 2.Aufl., 1991, 4/33). 그렇다면 해석과 유추는 상
반되는 것이 아니며, 유추없이 해석은 불가능하다(Stratenwerth/Kuhlen, AT I, 5.Aufl., 
2004, § 3 Rn.32). 그리하여 정승환, 전게논문, 154면에서는 모든 법적용은 유추라고 
한다.

21) Kaufmann, in: Rechtsphilosophi im Wandel, S. 276.
22) Vgl. Kielwein, Grundgesetz und Strafrechtspflege, 1960, S. 135ff.
23) Vgl. Schiffauer, Wortbedeutung und Rechtserkenntnis, 1979, S. 69. 물론 엄격한 해석

학적 법학방법론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주관적인 
이해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Velten/Mertens, “Zur Kritik 
des grenzenlosen Gesetzesverstehens,” ARSP 76 (1990), S. 518ff., 528f., 534ff.).



李 用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36∼6942

이러한 주장에 하여는 일상언어가 법획득의 과정에서 이중의 기능을 갖는다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24) 첫째, 해석의 과정에서 일상언어의 도

움을 받아서 입법자에 의해 사용된 법개념은 명확해진다. 이때 일상언어는 순수

하게 봉사적인 기능을 가진다. 즉 법적 목적설정에 의존한다. 둘째, 일상생활상의 

언어표현형식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적인 사태도 일상언어에 의하여 기술된다. 이

러한 기능에서는 일상언어가 고유의 관행에 따르게 된다. 즉 법적 목적설정과 무

관하다. 상언어로서 기능하는 이러한 일상언어는 법개념의 목적론적 해석에 

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반론이 타당한지는 상언어로서의 일상언어가 필요한 명석판명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25) 그리하여 일상언어의 애매성에 정도의 차

이를 인정하여 그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중립적인 사례로 구별하여 고찰하는 견

해가 제시되고 있다. 당해 개념(예컨  음란한 행위)은 애매한데, 긍정적인 사례

란 당해 상(예컨  성행위)에 적용가능함이 명확한 경우이다. 부정적인 사례란 

당해 상(예컨  악수)에 적용불가능함이 명확한 경우이다. 중립적인 사례는 적

용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이다.26) 그런데 여기에서 가능한 어

의의 한계가 무시되는가 아닌가가 문제되는 것은 앞의 두 경우이며, 중립적인 사

례에서는 가능한 어의의 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7) 즉 

당해 개념의 적용가능성 내지 불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한 어의의 공식

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중립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법관의 결단을 

통하여 긍정적 내지 부정적인 역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28) 이와 같이 정

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역에서는 그것이 전부 법관의 결단에 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3구분이 엄 한 것이 될 수 있으려면 긍정적/중립적/부정

적인 사례를 규정하는 근거가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29)

24) Schünemann, FS-Klug, S. 181. 이에 관하여는 정승환, 전게논문, 149면 참조.
25) 정승환, 상게논문, 150면 참조.
26) 정승환, 상게논문, 147면 이하 참조. 이 용어는 Podlech, “Wertungen und Werte im 

Recht,” AöR 95 (1975), 185ff.에서 처음으로 법이론 논의에 도입되었다. Vgl. Koch, 
“Das Postulat der Gesetzesbindung im Lichte sprachphilosophischer Überlegungen,” 
ARSP 61 (1975), S. 35; Herberger/Koch, “Zur Einführung: Juristische Methodenlehre 
und Sprachphilosophi,” JuS 1978, S. 813ff.

27) Vgl. Hegenbarth, Juristische Hermeneutik und linguistische Pragmatik, 1982, S. 167.
28) Demko, Zur Relativität der Rechtsbegriffe, S.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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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 유추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의문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결코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일한 것

과 상이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유추 

그 자체는 금지될 수 없는 것이다.30) 따라서 허용되는 해석의 한계는 다른 방식

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허용되는 해석의 한계는 통설에 의하면 가능한 

문언의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금지라는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전통적인 용어사용에 따라 유추금지는 법적용자에게 구성요건

의 한계 내에서 해석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31) 결

과적으로 보면 유추금지는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32) 

모든 해석에 있어서 결론에 이르는 근거가 요구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

치되고 있다.33)

(3) ‘죄형법정주의 불위반해석’과 ‘부당한 해석’

결국 법문 그 자체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해석의 한계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활동 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법을 고지한다는 관점에서 통상의 판단능

력을 가지는 일반인의 이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뿐이라는 견해가 있다.34)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초월하는 처벌의 확장은 ―그것

이 의미의 확장에 의하든 유추에 의하든― 죄형법정주의, 특히 그 자유주의적 요

청에 반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요청은 시민이 구체적인 경우에 당해 행위가 

그 형벌법규의 적용을 받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

에, 법관이 행하는 해석이 언어의 일상적인 사용관습에서 크게 유리되는 것이 되

29) Schroth, Theorie und Praxis subjektiver Auslegung im Strafrecht, 1983, S. 97.
30) Haft, AT, 9.Aufl., 2004, S. 38. 일반 법이론적으로는 양자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Otto, AT, 7.Aufl., 2004, § 2 Rn.60). 이 점에 관하여는 김일수, “형법해석의 
한계”, 형사판례의 연구 I,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3, 51면.

31) 같은 취지로는 김 환, “형법해석의 한계”, 법률해석의 한계, 2000, 31면; 유전철, “법
해석학의 방법과 형법”, 전남  법률행정논총 제17집, 1997. 12, 361면.

32) Vgl. Kim, FS-Roxin, S. 130ff.; S/S-Eser, § 1 Rn.55; SK-Rudolphi, § 1 Rn.22; MK- 
Schmitz, § 1 Rn.57.

33) Vgl., Köhler, AT, 1997, S. 92f.; Maurach/Zipf, AT I, § 9 Rn.24; MK-Schmitz, § 1 
Rn.57.

34) 임웅, “법의 흠결과 형법의 유추적용금지”, 형사법연구 제21호, 2004, 81면. Vgl. 
Baumann, “Die natürliche Wortbedeutung als Auslegungsgrenze im Strafrecht,” MDR 
1958,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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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35) 그러나 다른 한편 어느 해석이 예측가능하다고 하여

도 언어의 가능한 범위를 일탈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만이 확장해석의 한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해석이 언어의 가능한 의미범위 내에 있다는 것과 그 해

석이 합리적이며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법해석에 

의하여 법률의 의미를 확정할 때에는 우선 법문의 문리와 연혁을 탐구하고 또한 

법전상에서 조문의 위치나 다른 조문과의 관계, 나아가 법규의 목적이나 보호법

익 등을 고려한다. 언어의 가능한 의미란 법문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나라 언어의 용어례로서 가능한가를 문제로 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채택될 수 있는 복수의 해석 중 어떠한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

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라는 형식적인 고려와는 별개의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

건”이라는 규정에서 “또는”이라는 법문의 가능한 범위가 연결어인가 아니면 분리

어도 포함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다.36) 가능한 어의의 범위를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이라는 가설로서 소박한 문언의 의미로 제한하여 연결어로 해석

하는 견해에 따르면,37) 분리어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어의의 한계를 넘

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 법조문에서 관건이 되는 “또는”이라는 접속어는 일반

적으로는 가까운 낱말을 연결하는 것으로 분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

리나라 언어의 용례상 분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

된다. 그렇다면 제170조 제2항에서의 “또는”이라는 접속어를 분리어로 보는 것이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일탈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하기보다는, 분리

어로 보는 것도 어의의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부당하

다고 비판할 수는 있을 것이다.38)

35) 그러나 입법자는 달리 적당한 문언이 없거나 자세한 의미를 설명하면 조문이 길고 
번잡해질 경우에는, 어느 문언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인에게 자연적․일상적으로 이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허용된다(Vgl. Wank, Die Auslegung von 
Gesetzen, 1997, S. 52). 그렇다면 어느 문언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인에게 자연적․일
상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하여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
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36) 판 1994. 12. 20, 94모32.
37) 김 환, “형법해석의 한계”, 40면; 배종 , 형법총론, 제7판, 2004, 80면. 이는 법원 

반 의견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은 또한 임웅, 전게논
문,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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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구속성을 법관과 입법자의 의사소통으로 이해하려는 입장

   ― 입법자의사에의 구속

(1) 입법자의 가치결정과 법관의 가치판단과의 관계정립

위와 같이 법규구속성을 가능한 어의라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입장 

이외에, 그것을 법관과 입법자가 커뮤니케이션관계에 입각한다는 것으로 이해하

는 입장이 있다. Schroth에 의하면39) 모든 입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는 이익분쟁에 한 입법자의 특수한 평가이며, 이러한 입법자의 

평가는 구체적 명령으로 치환되어 법문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입

법활동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사회적 분쟁의 평가

이지만, 형법에서는 항상 국가가 요구하는 이익이 시민을 보호하는 이익에 의하

여 제한된다. 그리하여 모든 형법적 입법활동에서 이러한 두 가지 이익의 형량이 

행하여진다. 그런데 법적용자가 이러한 두 이익의 형량을 오직 자기 자신 홀로 

행하면, 그러한 법발견은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결여한다는 중 한 문제가 발생한

다. 립하는 여러 이익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하여 선택할 것인가는 선거에 의

한 의회의 가치결정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실무에서 경험하는 바

는 이러한 입법자의 가치결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입법자의 가치결정은 현 의 제 관계에 합치

시켜지게 되는 것이다. Schroth에 의하면 법관의 가치결정이 입법자의 가치결정

에 단순히 한정되는데 그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실무상으로도 수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입법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적용자를 규정하며, 법적용자는 일정 범

위 내에서 입법자의 가치결정에서 일탈하는 것이다. 그런데 Schroth는 이러한 관

계가 입법자로부터 법적용자에게의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입법자와 법적용자

의 의사소통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두 가지를 들

고 있다. 법적용자와 입법자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관계라고 파악되려면 우선 법

관의 가치결정이 분명히 독자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경우에만 입법자는 법관의 가치결정에 결하여 그것을 재차 수정할 수 있

38) 신동운,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 법률해석의 한계, 20면에 의
하면 형법 제170조 제2항은 입법자의 법전편찬상의 과오로 인하여 형벌법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러한 때에는 전체적․종합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교정될 수 있다고 
한다. 편집상의 실수에 관하여는 최봉철,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 2003, 206면 이하 참조.

39) Schroth, Theorie und Praxis, S. 1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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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법자와 의사소통이 기능하기 위하여는 법적용자는 어째서 

입법자의 가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또 어째서 입법자의 가치결정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믿는지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리하

여 입법자의 가치판단과의 결은 입법자의 가치결정이 주관적 해석에 의하여 

명백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40)

(2) 입법자의사로부터 일탈 정당화기준

이와 같은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관이 언제 어떠한 경우에 입법자의

사로부터 일탈할 수 있는가, 즉 입법자의사의 구속력 여하이다. Schroth는 입법자

의사로부터의 일탈이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되거나 부당한가를 결정하는 확고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결국은 여러 경험유형의 형량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교적 상세한 형량기준을 전개하고 있다.41) ① 입법

자의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중요성은 상실된다. 이는 원래 주관적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② 입법자의 의사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입법자

의 의사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이는 원래 일탈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③ 입법자의사는 그것이 법률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중요성이 커

진다. 입법자의 가치결정이 법률에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표현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통해 입법자는 법적용자를 구속하려는 의사를 표현하

고 있는 것이다. ④ 구체적 문제에 한 입법자의 의사는 중요하다. 이를 일탈할 

수 있는 것은 그 의사가 헌법에 위반한다든가 혹은 그 법률이 시 에 뒤떨어진 

경우만이다. ⑤ 새로운 법률일수록 입법자의 의사는 중요하다. 시간이 그다지 경

과하지 아니한 법률에는 그 가치판단의 구조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⑥ 상급법원에 정착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이는 적어도 판례에 의해 형성된 구성요건해석이 이미 일정 시간

을 경과했을 때에는 타당하다. 입법자는 그 사이에 개입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

다. 즉 정착된 판례가 있는데 입법자가 이를 수정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

았다면 입법자의 원래의 의사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⑦ 당해 해석실무에서 본질

문제(Sachproblem)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합의될 만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자의사의 중요성은 커진다. 일반적으로 입법자의사는 본질문

40) Schroth, Theorie und Praxis, S. 100ff.
41) Schroth, Theorie und Praxis, S. 10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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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관하여 격심한 견해의 립이 있는 경우에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다. ⑧ 입법자의사가 도그마틱체계에 반하는 해석에 이를 때에는 그 중요성을 상

실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론체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려는 의

사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자가 이론체계에 반하여 행위하려 한다고 생

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컨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과실책임도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에 이르는 입법자의사는 중

요하지 않다. ⑨ 입법자의사가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이유로 중립화되는 것은 

법적용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그 결론의 부당성이 승인될 것을 기 할 수 있을 

경우만이다. 그러나 입법자의사가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이유로 중립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부당한 결론이 한 개별사례에 

불과한 것인가 자주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인 가치결정은 항상 개

별사례에 있어서 부당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 입법자의 의사에 의

하여 지지된 해석가설이 자주 부당한 결론에 이를 때에는, 그 의사의 중요성은 

궁극적으로 중립화되어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입법자의사의 구속력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 역을 좁히는 방향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확장 또는 유

추하는 해석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입

법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입법자의사가 구하는 처벌의 

범위를 법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하는 것은 입법자의사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법관의 직무에 비추어 법규구속성의 요청에 반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입법자의사를 축소할 필요

가 있는 경우라도 그에 따라 직접 그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의사의 구속력을 부정하기 위하여는, 그 입법자의사에 

따르는 해석이 자주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 충분히 논증될 필요가 있다.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문을 해석하면 위헌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법

자의사의 구속력에 관하여는 그 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42) ① 입법자가 추구

하는 입법목적을 그 로 법문의 해석에 반 하면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42)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제10판, 2004, 38면 참조. 또한 김 휘, “법관의 법
발견의 3단계”, 사법연구자료 13, 1986, 26면; 최봉철, 전게논문, 212면 이하. Vgl. 
Depenheuer, Der Wortlaut als Grenze, 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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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까지 처벌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한 한정해

석도 불가능한 때(입법자가 그와 같이 한정된 내용의 법을 존립케 하려고 의도하

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혹은 한정하는 논리가 이미 해석을 넘어 새로운 

입법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은 그 법령자체가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입법자가 추구하는 입법목적 자체는 합헌이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

으로서 규정된 구체적 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③ 입법자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그 로 해석에 반 하면, 경우에 따라서

는 적정처벌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예외이고 원칙적으로는 처벌범위의 부분이 합헌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입법자의사 전체를 위헌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규정내용

을 합헌의 범위 내에 있도록 해석하여 가능한 한 입법자의사를 살리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합헌적 해석이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

우, 즉 합헌한정해석에 의한 구성요건의 내용이 명확성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그러한 합헌한정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법령자체를 위헌무

효로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어

입법자의사에의 구속을 이와 같이 정립하는 것이 물론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

어도 법규구속성을 의미론적으로만 이해하는 입장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

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규구속성을 의미론적으로 이해하는 경우, 가능

한 어의 공식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은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뿐이다. 부분

인 중립적 사례에서 법적용자는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가 있다. 즉 일견 엄

격하게 보이는 의미론적 한계설정은 그것이 객관적 해석론과 결부되어 실제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적절할 정도로 광범위한 재량을 법관에게 

허용하게 된다. 그에 비해 입법자의사에 원칙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그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소통관계의 구상은 보다 적절하게 법관의 

재량범위를 축소한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법규구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법관활동이 입법자의사에 구속

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입법자의사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 해석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당연히 법관의 평가에 의존한

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자의사로부터 일탈하는 경우에는 더욱 정당화의 논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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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법규구속성이 긍정되고 나면, 법관이 사안을 그 법규 즉 구성요건

에 포섭하게 된다. 이제는 이러한 구성요건에의 포섭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여기에 법관의 주관적 가치평가가 개재되는 문제를 고찰한다.

Ⅲ. 구성요건에의 포섭에 관한 문제

1. 문제의 소재

민주적으로 직접 정통화되는 것이 아닌 법관은 재판에 있어서 “이유”를 제시

할 것이 요구된다(형소법 제323조). 이 재판의 이유제시는 법관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일정한 결론에 도달했는가(법발견과정)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째서 그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가(정당화과정)를 나타내는 것이다.43) 물론 법발

견의 과정에서 후에 행하여질 정당화의 기준이 선취되는 것도 가능하고, 정당화

의 국면에서는 중요하지 아니한 사태가 법발견의 국면에서는 무언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 판단으로서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로 삼

는 한, 법발견의 과정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있어서의 정당성 논증에 제

1차적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44)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 법규정을 적

용하는 것이 단지 개념적으로 형성된 상위명제에의 논리적 포섭에 그친다고 하

는 사람은 없다.45) 재판에 있어서의 정당성 논증은 ―일반적인 합리성의 논증과

는 달리― 법률과 선례 그리고 도그마틱의 명제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법관은 

현행법질서의 테두리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논증하면 족하다.46) 그러나 중요한 

법적인 문제는 소위 중립적인 역, 즉 법관의 평가활동 없이는 포섭이 불가능한 

역에서 발생한다. 법관은 가치판단을 하는 실천주체로서 스스로의 가치판단에 

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법이론의 최종적 과제는 법

적 평가의 정당화 과정을 규율하는 것이다.47) 형법학에서는 이러한 과제가 반드

43) 배종 , 형법총론, 86면 참조. 그리고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2.Aufl., 1991, S. 282.

44) Otto, AT, § 2 Rn.71.
45) 배종 , 형법총론, 82면 참조. 그리고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6.Aufl., 1991, S. 155; Larenz, “Der Richter als Gesetzgeber?”, FS-Henkel, 1973, S. 
31; Otto, AT, § 2 Rn.34.

46) Alexy, Argumentation, S.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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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각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형법의 경우에는 법률효과에 응하는 법률

요건이 엄 하게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지

켜져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기술적인 논리조작으로 해석이 처리되는 면이 많다. 

그러나 판결의 정당화 과정을 규율함에는 우선 법관의 평가가 사례를 법규에 포

섭시키는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이하에서는 구성요건의 개념적 성격과 사안의 구성요건에의 포섭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구성요건에의 포섭에 관한 통설적 견해와 문제점

(1) 구성요건과 범죄사실의 분리

전통적인 형법이론에 의하면 법관의 행동은 사안을 구성요건에 포섭하는 일에 

한정되어야 정당화된다. 그런데 구성요건이 언어적 구성체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의 구성요건론이 이 점에 주의를 기울 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구성요건이 언어적 

구성체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해석이 언어의 콘텍스트의존성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48) 그런데 통설적인 구성요건론은 구성요건의 사실관련성을 무시

하여 왔다. 그리하여 통설은 구성요건과 범죄사실 그리고 구성요건해당성의 평가

를 구별한다. 구성요건은 사실에 한 평가의 기준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사태가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을 받는 경우에 비로소 형법적인 의미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49) 여기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범죄구성

사실은 완결된 사실관계로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

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기준이 구성요건에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2) 구성요건의 사실관련성

우선 첫 번째 전제는 완결된 사실관계가 앞서서 주어지고 그 후에 사실관계의 

법적 판단을 검증하는 과제를 가진 상고심 법관의 관점이다. 이는 법실무 가운

데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또 이러한 관점은 양당사자나 변호인의 활동 그

47) Alexy, Argumentation, S. 269.
48) 하태훈, 전게논문, 19면. 그리고 Priester, “Zum Analogieverbot im Strafrecht,” in: 

Koch, Juristische Methodenlehre und analystische Philosophi, 1976, S. 165; Busse, 
Juristische Semantik, S. 191; Demko, Zur Relativität der Rechtsbegriffe, S. 64.

49) 표적으로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2002, 67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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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나중에 법적 평가를 받을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수사당국과 사실심 법관의 

역할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50) 두 번째 전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구성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판례의 집적이라는 귀납적 방법에 의하여 획득된다는 

점이다.51) 귀납적 방법에서는 여태까지 구성요건에 해당되었던 사례군 중에서 당

해 사안과 유사한 사안의 집적이 근거로서 선택된다. 따라서 귀납적 절차에서 해

석자는 사안에 한 결정이 정당함을 확증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가능한 한 많이 

집적하려고 한다.52)

그러나 근거로 사용되는 기존의 포섭사례들도 필연적으로 정당성을 가진다고 

확증된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에 불과하다.53) 그렇다고 귀납적 방법이 그에 

따르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연적으로만 정당하

다는 근거들도 충분한 수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가설은 지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54)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사안과 이미 결정된 여러 사례와의 유사성이 

어떻게 확정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① 사안 중에 있는 개별요소에 관하여 유사성

을 결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안 전체의 유사성

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통상 부분적인 동일성과 함께 부분적인 비동일성이 존

재하는 경우이다. 사안과 사안의 유사성을 확정함에는 비교되는 양 사안이 사전

에 전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실관

계의 요소에 관한 유사성과 동일성을 확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55) ② 또

한 사실관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현상 내지 사태는 그것 외

부에 있는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그에 의해 사실관계로 구성된다.56) 이 외적 기

준에 관하여 귀납적 방법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아니한다. ③ 사안결정의 근거로

서 과거의 유사사례를 든다는 것은 법이 변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다. 그러나 법은 항상 시 에 의하여 규정되고 동시에 늘 새롭게 실현되는 것이

50) Hassemer, “Juristische Hermeneutik,” ARSP 72 (1986), S. 209.
51) Vgl. Alexy, Argumentation, S. 326ff.
52) Hassemer, Tatbestand und Typus, 1968, S. 61.
53) Hassemer, Tatbestand und Typus, S. 53. 판례에 일정한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독립된 법원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의 법원성에 관하여는 Baratta, “Über 
Juristenrecht,” in: Hassemer(Hrsg.), Dimensionen der Hermeneutik, 1984, S. 57ff.

54) Hassemer, Tatbestand und Typus, S. 53.
55) Hassemer, Tatbestand und Typus, S. 56.
56) Hassemer, Tatbestand und Typus, S. 57f. 또한 이상돈, “법률해석의 해석학적 구조와 

논증의무”, 고려 학교 법학논집 제31집, 1995. 12, 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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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7)

이렇게 본다면 이미 행해지고 난 포섭의 결과로서 집적된 판례로부터 해당사

안의 결정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또한 현실

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에의 포섭에 관한 

통설적 견해는 충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3) 구성요건의 언어성

형법의 구성요건도 일정한 상황, 즉 사회적 이해관계가 립하여 이를 입법적

으로 해결한다는 상황에서 정립된 것이다. 그런데 통설은 이러한 입법자의 발화

상황은 규범의 이해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한다.58) 규범의 기능은 상황을 

추상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다. 즉 입법자의 

발화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법률의 객관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된다. 규범도 언

어구성체인 이상 발화상황의 제 조건에 의하여 지배된다.59) 이는 입법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관계이며 입법상의 절차적 국면도 있을 것이다. 입법의 

절차는 언어의 신중한 선택과정으로서 그 언어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를 계산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객관화된 의사로서의 법률도 역사적 입법자의 발화상황에

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객관적 해석론이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전

개된다면, 이는 해석자의 독단적 지배 하에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주

관적 해석이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구성요건의 상황의존성 논의는 주

관적 해석론(입법자의사설)과 객관적 해석론(법률의사설)의 립을 텍스트이해의 

구조론을 따라서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고 말해지고 있다.60)

3. 구성요건에의 포섭절차

(1) 규범의 구체화와 사실관계의 구성

이와 같이 규범과 사실관계의 상응화 문제에 길을 연 것은 Engisch의 법률규

범과 생활사실관계 사이의 시선의 왕복이라는 테제 다.61) 즉 규범과 사실은 법

57) Hassemer, Tatbestand und Typus, S. 57.
58) Vgl. Hassemer, Tatbestand und Typus, S. 67f.
59) Hegenbarth, Juristische Hermeneutik, S. 138f.
60) Vgl. Schroth, Theorie und Praxis, S. 61ff. 또한 이상돈, 전게논문, 333면 참조.
61) Engisch, Logische Studien zur Gesetzesanwendung, 3.Aufl., 1969,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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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과정에서 상호 관계지우는 것이며, 상호 구체화하면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

고, 그리하여 상호간에 서로 합일화가 된다는 사고이다.62) 이러한 입장에서는 규

범과 사실관계는 동태적으로 파악된다. 규범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해 규범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결정은 규범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63) 규범과 사실관계가 사실관계의 결정 내지 규범의 적용이라는 과정에서 

서로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접근테제라고 한다.64)

사실관계는 ―규범과 독립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적

용하려는 자가 생산적으로 관여하는 구성적 절차의 귀결이다. 그런데 모든 사실

관계를 법적 고찰에 넣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의의

를 가질 수 있는 상황만이다. 그런데 이 법적 의의는 법규정에 관한 표상없이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65) 그리고 사실관계는 항상 여러 정보의 선택과 구조화의 

귀결이다. 외부세계의 상황은 각 행위상황마다 극히 다양하고 많으며 복잡하다. 

따라서 그 상황이 전체로서 지각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언어의 힘을 빌려 

우리는 연속되는 현실을 비연속적인 구조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외부세계의 상황

은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형태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부세계의 사태

는 선택과 구조화의 과정을 거쳐 생활사실관계로 그리고 다시 법적 사실관계로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선택과 구조화는 무엇이 의미있는 것으로서 중심적이며 

무엇이 의미없는 것으로서 주변적인가에 관한 지식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 선택과 구조화의 원리가 사실관계를 구성하기 위하

여 바라보아야 할 규범이 되는 것이다.66) 구성요건과 사실관계 간에는 논리적으

로 직선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관계는 직선도 원형도 아니며 나선형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67) 법은 구체적 현실이며, 법률과 사실관계의 

해석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의 이러한 나선의 종결로서 이해된다.68)

62) Haft, “Generalklauseln und unbestimmte Begriffe im Strafrecht,” JuS 1975, S. 477ff., 
483ff.; Otto, AT, § 2 Rn.38. 전통적 방법론에서는 사실을 규범에 연혁적으로 포섭시
키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63) 구모 , 전게논문, 381면. Vgl. Esser, Vorverständnis und Methodenwahl in der 
Rechtsfindung, 1972, S. 119ff., 133ff.; Kaufmann, “Die Geschichtlichkeit des Rechts 
im Richte der Hermeneutik,” FS-Engisch, 1969, S. 243ff.

64) Hassemer, Tatbestand und Typus, S. 99.
65) 구모 , 전게논문, 381면.
66) Hassemer, “Juristische Hermeneutik,” ARSP 1986, S. 215.
67) 이상돈, 전게논문, 309면. 그리고 Hassemer, Tatbestand und Typus, S.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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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이해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에 포섭하는 것을 종래 형식적․논리적․연역적 혹은 정

형적으로 이해하여 법관의 주관적인 평가활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려 하 다. 그러나 위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주체의 평가에 의존하며 

오히려 평가활동 없이는 행해질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는 

형법학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는 있을지라도 현존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행이해의 문제는 

‘법발견 과정의 恣意性’에 관한 결정적 요소가 된다.69)

이해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오히려 그 이해를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는 것이 선행이해이다.70) 선행이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성립된다.71) 하나는 일신

적인 의미기 로서의 개인적인 선행이해이다. 개인의 생활사에 기초하고 있는 의

미기 이다. 인간은 상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생활경험에 기초하여 바라본다

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선행이해에 의하여 상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역사적 작용관계의 소산으로서의 선행이해이다. 개인적인 것도 자발적

인 것도 아니며, 객관적이며 속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언어를 해석하고 

사회를 분석하는 인식주체는 그 자신이 그 언어체계와 사회체계에 속하여 그 구

성원으로서 체계에 구속되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선행이해는 종래 선입견․편견으로서 형사절차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해석학적 법학방법론(Juristische 

Hermeneutik)은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고 오히려 법발견과정의 해명

에 결여되어서는 아니 되는 고찰 상으로 자리매김하 던 것이다.72) 법관에게 편

견없는 법해석을 의무지우는 것, 법관에게 선행이해를 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순진하고 위험하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뒤에 숨어서 침묵하려는 법관의 전

술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된다.73) 법관은 그와 같이 할 수 없고 또 법관이 사회

와 역사 바깥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74) 그렇다면 재판실무는 결국 그러한 

68) Baratta, in: Hassemer(Hrsg.), Dimension der Hermeneutik, S. 60.
69) Otto, AT, § 2 Rn.66ff.
70) Otto, AT, § 2 Rn.68.
71) 이상돈, 전게논문, 309면에서는 그 외에 전문직업적 의미기 를 언급하고 있다.
72) 이상돈, 상게논문, 311면.
73) 이상돈, 상게논문, 310면.
74) Hassemer, “Juristische Hermeneutik,” ARSP 72 (1986), S.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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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이해를 발견하고 선행이해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만듦

으로써 절차에서의 반성과 논증을 의무지고 있는 것이 된다.75)

4. 소결

구성요건에 포섭을 행함에 있어 법발견과정에 개입되는 주관적 평가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법관의 법발견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통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판결의 “이유”에 서술되어야 

하는 정당화의 논증에 주목하여, 이를 규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법발견과정을 통

제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유 중에서 일반적인 이유도 ―판결의 정당성 논증이라

는 법관이 국민에 하여 지고 있는 의무라는 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Ⅳ. 형법해석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

1. 정당성의 논증

위에서 우리들은 해석주체의 선행이해가 법발견에 개입한다는 것을 인정하

다. 이와 같이 형법의 운용도 평가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평

가를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용자의 주관적인 도덕적 확신이 법의 정당화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

인적인 도덕적 확신이 발견된 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76) 우리

는 물론 존재론적인 법발견과정에 개입하여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

견된 법이 정당화되는 과정에 이성적 규준들을 정립함으로써 그것에 개입하여 

통제할 수는 있다.77) 현  법학방법론의 과제는 법적 평가의 정당화과정을 규율

하는 제 규준들을 정립하는 것이다.

법관에 의한 법의 해석․운용에 개입하는 주관적 가치판단의 문제를 다룬 것

이 법해석논쟁이다. 이 법해석논쟁에서는 법해석이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실천이

라는 테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가치판단이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를 둘러싸고 

75) Hassemer, “Juristische Hermeneutik,” ARSP 72 (1986), S. 217; Otto, AT, § 2 Rn.67. 
또한 이상돈, 전게논문, 311면.

76) Demko, Zur Relativität der Rechtsbegriffe, S. 94, 173.
77) 이상돈, 전게논문,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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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전개된다. 여기서 객관성은 과학성과 자주 동일시되어, 경험과학의 제 기

준으로 법적 가치판단의 주관성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개개 해석주체의 

가치판단은 그가 속하는 사회집단의 가치체계에 의존하여 이를 반 한다는 가설

에 의할 때, 가치판단 행위는 가치의 우선선택을 매개로 하는 판단주체의 고도로 

주관적인 행동이다. 이 가치판단의 내용은 공통된 사회적 가치에 의하여 동기부

여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객관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가

치판단의 객관성 정도는 판단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가치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

의 수에 응한다고 보게 된다. 여러 가지 해석가설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는 

결국 어떠한 가치체계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이 옳다는 것은 상 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다.78) 이와 같이 법의 해석이 

어떠한 가치체계를 선택하는가에 의존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법적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법적 결정의 정당성 논증은 지금까지 그다지 행하여지지 않았거나 설

득의 기술에 불과하 다. 이러한 설득의 기술은 법학자보다도 실무가(법관)쪽이 

더 낫다는 이유로 법학의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실

상 존재하고 있는 규범적 확신이나 어느 직업집단의 판단이 적지 않은 사례에서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은 혹은 정당화될 수 없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된

다.79) 법관집단의 선행이해가 ―정당화과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판단내용

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가치판단에 기초한 실천활동을 경험과학적인 진리성기준

으로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천활동에도 그에 걸맞은 진리성․정당

성의 기준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80)

2. 실천적 논증의 이론

(1) 진리합의 이론

실천활동에는 그에 따른 진리기준(합리성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종래 우리들

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던 진리기준은 어느 언명(명제)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 언

명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진리 상응설). 이에 하여 실천활동의 합리

78) 같은 취지로 Schwacke/Uhlig, Juristische Methodik, 2.Aufl., 1985, S. 43.
79) Alexy, Argumentation, S. 24.
80) Vgl. Neumann, Juristische Argumentationslehre, 1986, S. 13. Vgl. auch Zippelius, 

Juristische Methodenlehre, 7.Aufl., 1997, S. 58, 64;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S. 92; Schwacke/Uhlig, Juristische Methodik, 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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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말하기 위하여 주장되는 기준으로 합의설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다. 언명

이 올바르냐 하는 것은 화에 참가하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관련해서 판단되는 

것이므로, 언명의 진리성조건은 다른 모든 사람의 잠재적 동의라고 한다.81) 우리

는 사실이나 규범을 언어를 사용하여 언명하는데, 이러한 언명은 고립된 발화주

체의 활동으로서 이해될 수는 없으며 커뮤니케이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언어행위는82) 다른 사람에게 강제가 아니라 상호이해를 통하여 이루

어지는 것이며, 무비판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

게도 타당하다는 것을 승인받으려는 것이다. 즉 언명은 단순히 언명내용을 전달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명내용이 진리라는 것에 동의하여 승인할 것이 요

청되고 있는 것이다. 강제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의 타당성 승인은 일반적

으로는 토의를 통한 정당화에 의하여 실현된다. 결국 진리의 합의이론에 의하면, 

주장의 정당화가 주장내용의 진리성에 달려있다는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주장내

용의 진리성이 주장의 정당화에 달려있는 것이다.83) 이러한 합의설의 진리기준에 

의거하게 되면, 규범적 언명에 관해서도 진위를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

다. 어느 규범적 언명이 옳은 경우는 그 규범적 언명을 주장하는 언어행위의 타

당성요청이 합의를 획득할 때이다. 즉 토의를 통하여 합의가 획득되는 경우이

다.84)

(2) 토의 이론

모든 사람의 잠재적 동의라는 진리성 기준에 관하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의가 현실적으로 획득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만약 모든 

사람의 동의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강제나 착오의 결과인 경우도 있기 때

81) Habermas, “Wahrheitstheorie,” FS-Schulz, 1973, S. 219. 그리고 이상돈, 전게논문, 312
면 참조.

82) Vgl. Alexy, Argumentation, S. 77.
83) Alexy, Argumentation, S. 138.
84) 이러한 합의설은 형법해석학자의 경험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해석은 주

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학설간에 끊임없이 토론이 행해지고 상호비판에 의하여 전
체로서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법해석학
의 세계를 법관과 학자,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자나 행정관이 토론에 참가하는 하나의 
forum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과정은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
한 언급은 김 휘, “형법해석의 한계와 방법론”, 법률해석의 한계,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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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것을 직접 진리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Habermas가 제시한 것

은 근거지워진 합의(begründeter Konsens)라는 진리기준이다.85) 이 근거지워진 합

의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토의이론

(Diskurstheorie)이다.

그런데 왜 토의의 이론이 정립될 필요가 있었는가? 종래 어느 언명을 근거지

울 경우 통상 ‘추론’이라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추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느 주장(claim)은 근거가 되는 사실언명인 데이터

(data)와, 이 데이터로부터 주장에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인 이유(warrent)

에 의하여 정당화되는데, 이유는 다시 뒷받침(backing)에 의하여 지지된다. 즉 뒷

받침은 이유에 권위와 통용성을 부여한다.86) 이와 같이 추론은 언명을 다른 언명

에 의하여 근거지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유와 뒷받침에 의한 근거지움에 의문

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이 이유 또는 뒷받침 자체가 근거지워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근거지움은 무한정 소급하거나, 논리적 순환 혹은 

어떤 시점에서의 중단에 귀착하게 된다.87) 여기에서 모노로그한 ‘추론’에 신하

여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적인 ‘토의’에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된다. 무

한에로의 소급을 피하기 위하여, 토의이론은 언명의 정당화를 ―언명의 다른 언

명에 의한 정당화가 아니라― 근거지우려는 행동의 합리성과 합리적 행동에 의

하여 지지된 이상적 발화상황에서의 당해 언명의 합의획득능력에서 구하는 것이

다.88)

그리하여 토의이론의 과제는 토의를 이성적인 것으로 만드는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Alexy는 이러한 과제를 일반적 실천토의(allgemeiner praktischer Diskurs)

와 법적 토의(juristischer Diskurs)의 두 단계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89) 제1단계

85) Habermas, FS-Schulz, S. 239f.
86) Alexy, Argumentation, S. 114ff.  data ―――>claim
                                            warrent
                                            backing
87) 이를 Albert, Traktat über kritische Vernunft, 1968, S. 13는 Münchhausen-Trilema라고 

한다(Alexy, Argumentation, S. 223에서 재인용). 또한 윤재왕, “법적 논증이론과 절차
적 정의”, 법과 사회 제5호, 1992, 223면.

88) Alexy, Argumentation, S. 223.
89) Alexy, Argumentation, S. 263는 법적 토의를 일반적․실천적 토의의 특수사례라고 한

다. 이에 관하여는 이준일, “법의 필요성에 한 논증”, 법철학연구 제4권 제2호, 2001, 
211면. Alexy의 특수경우이론에 한 비판적 검토로는 Hilgendorf, Argument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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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적인 합의(근거지워진 합의)의 형성을 위하여 이상적인 토의상황을 구성

하는 가설적인 일반적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 토의와 그 역을 확

정하는 제도적 테두리에 하여도 일정한 도달목표와 규제원리를 제공할 수 있

다. 제2단계는 법적 토의가 가능한 한 일반적․실천적 토의의 이상적 규칙에 적

합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법적 토의의 제 조건을 적절하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3) 일반적․실천적 토의이론

1) 이상적 발화상황

이상적인 합의의 형성을 위한 이상적인 토의상황과 관련하여, 이를 가장 철저

히 한 모델은 Habermas의 이상적 발화상황에서 구해지고 있다.90) 이상적 발화상

황은 의사소통이 외부적인 우연한 전개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고, 의사소통의 구

조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제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

므로 의사소통이 어떠한 강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토의에 참가자에게 

언어행위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상적 발화상황에 하여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상적 

발화상황은 경험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도 아니며, 토의에 있어서 상호간에 불가

피하게 행하여지는 상정(Unterstellung)이라고 한다.91) 의사소통을 수행할 때 반사

실적으로(kontrafaktisch) 우리는 이상적 발화상황이 단순히 의제가 아니라 마치 

현실인 것처럼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발화상황은 의사소통과정에서 실제

로 작용하는 의제이다. 또 이상적 발화상황이 이성적 합의의 형성을 위하여 가지

는 비판적 기능이 중요하다. 이상적 발화상황은 토의를 통하여 형성되는 이성적

인 합의와 단지 합의처럼 보이는 합의를 원리적으로 구별할 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성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적 척도로서 기능한다. 즉 이상적 발화상

황은 장래 실현되어야 할 생활형식을 토의 중에 선취함으로써, 현재 여러 제약 

하에 성립한 사실상의 합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der Jurisprudenz, 1991, S. 111ff.
90) Alexy, Argumentation, S. 155ff.
91) Habermas, FS-Schulz, S.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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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성적 토의규칙들의 원리

이와 같은 Habermas의 이상적 발화상황의 이론을 핵심으로 하여, Alexy는 토

의를 이성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92) 여기에서

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루기보다는, 그러한 여러 규칙들을 도출하게 된 원리를 

들어 검토하기로 한다.

① 보편적 어용론(Universalpragmatik)에 기초하는 제 규칙

어떠한 의사소통과정에서도 일반적이고 불가피하게 상정되는 전제들을 재구성

하는 원리에서 도출되는 규칙들이다. ‘발화자는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발화자는 

자신이 믿는 것만을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상a에 하여 F라고 기술한 발화자

는 중요한 점에서 a와 동일한 다른 모든 상에 해서도 F라고 기술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상이한 발화자가 동일한 표현을 다른 의미로 사용해

서는 안 된다.’ 이 규칙들은 진리성 내지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모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기본규칙(Grundregel)이라고 부른다.93)

② 보편화가능성 원리(Prinzip der Universalisierbarkeit)에 기초하는 제 규칙

당해 언명의 진리성이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토의에서 보편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언명만이라는 원리에서 도출되는 규칙들이다. ‘a는 붉다’는 기술적 

언명을 주장하는 경우, a와 모든 중요한 점에서 동일한 다른 상에 해서도 

‘그것은 붉다’라고 주장할 의무가 있다. 이는 a라는 상에 ‘붉다’라는 속성을 부

과하는 기술적 표현의 보편화가능성이다. 마찬가지로 ‘a는 좋다’라는 평가적 표현

에 관하여도 보편화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a는 좋다’라는 평가적 표현에 있어

서도 a의 속성에 관한 기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한 평가적 표현도 

보편화가능하기 때문이다. a가 일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a를 좋다고 

평가하기 위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a는 좋다’라는 평가적 언명

을 주장하는 경우, a와 모든 중요한 점에서 동일한 모든 상에 하여 ‘그것은 

좋다’라고 말할 의무가 있다. 언명은 ‘일정한 속성’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규정하

는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일반성’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 보편화가능

성 원리의 타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  ‘인종학살의 존재는 부정되어

92) 윤재왕, 전게논문, 224면 참조.
93) Alexy, Argumentation, S. 234.



2005. 6.]  형법해석의 방법 61

서는 안 된다’는 언명과 ‘나치스가 행한 인종학살의 존재는 부정되어서는 안 된

다’는 언명을 비교하면, 부정되어서는 안 될 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후자의 규제범위가 좁지만, 나치스의 인종학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모두를 비

난한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가지며 보편화가능성을 가진다.

규범적 언명이 보편화가능성 원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 언

명의 타당성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다는 것이 된

다. 그리하여 ‘발화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도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각자는 

모든 주장을 문제화할 수 있다’, ‘각 사람은 모든 주장을 토의하도록 할 수 있

다’, ‘각자는 자기의 태도, 희망 그리고 욕구를 표명할 수 있다’, ‘어떠한 발화자

도 토의의 내외를 지배하고 있는 강제에 의하여 앞의 제 규칙에 의하여 확보되

어야 할 자기권리의 주장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칙들은 토의의 이

성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을 규정하는 원칙으로서 이성규칙(Vernunftregel)이

라고 부른다.94)

보편화가능성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적 언명이 토의되어 그것이 

정당하다는 합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반화가 가능한 이해관계를 포

함하는 경우만이다. 일반화가 가능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언명은 이상적 

발화상황에서는 합의를 이룰 수 없다. 즉 규범적 언명은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도 보편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정당성의 조건이다. 그리하여 규범적 언명

에서 우리는 보편화가능성 원리를 평가 자체에까지 확장하여 이해하는 것이 된

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보편화가능성 원리는 예컨  ‘각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규

범적 언명에서 전제하고 있는 각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을 위한 규칙의 귀결은 

자신이 당사자와 동일한 상황에 있게 되는 상황에서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

다’95) 혹은 ‘각개인의 이해관계 충족을 위한 규칙의 귀결은 모든 사람이 승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규칙으로 표시되고 있다.96)

③ 관성원리(Prinzip der Trägheit)

앞에서 말한 이성규칙에 따라 ‘각자는 모든 주장을 문제화할 수 있다’면, 기계

적으로 계속 “왜?”라고 물어 는 어린애와 같이 우리는 모든 발화자를 궁지에 

94) Alexy, Argumentation, S. 240. 이에 관하여는 이준일, 전게논문, 204면.
95) Alexy, Argumentation, S. 251.
96) Alexy, Argumentation, S.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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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넣을 수 있다. 또 그가 다른 토의참가자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일괄해서 의문

시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97) 이러한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관성원리가 도입된다. 

관성원리란 일단 수용된 견해는 충분한 근거없이는 포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하며,98) 논증부담 규칙(Argumentationslastregel)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 원리

에서 도출되는 규칙으로는 ‘어느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달리 취급하려는 자는 그것

을 논증할 의무가 있다’, ‘어떤 논거를 든 사람은 반론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논

거를 제시할 의무를 가진다’ 등이 있다.99)

그런데 일반적․실천적 토의이론에서 이러한 관성원리를 중요시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관성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러한 한에서 이상적 발화상황에 제

한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이상적 발화상황의 비판적 기

능을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논증부담 규칙은 역사적 현실에 우위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100) 또 이론적으로 관성원리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이상적 토

의를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토의의 제도화에 관련되는 법적 토의

이론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법적 토의이론

(1) 법적 규칙의 필요성 ― 일반적․실천적 토의의 한계

상술한 원리와 규칙에 따르면 실천적 문제에 있어서 합의에 이를 개연성을 높

일 수 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합의를 획득할 수 있다

는 보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또 획득된 합의가 궁극적인 것으로서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i) 이상적 발화상황

을 규정하는 이성규칙은 단지 불완전하게만 실현가능하고 (ii) 모든 논증단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iii) 토의참가자는 토의를 역사적으로 부여되고 따라

서 변화가능한 규범적 표상에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101)

그러나 일반적․실천적 토의의 한계는 바로 그 이성적 성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실천적 토의에서는 강제적으로 해결을 도출할 가능성은 제한된다. 

97) Alexy, Argumentation, S. 242.
98) Alexy, Argumentation, S. 243.
99) Alexy, Argumentation, S. 243f.
100) Schünemann, FS-Klug, S. 174.
101) Alexy, Argumentation, S. 25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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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적․실천적 토의에서는 합의는 결코 궁극적인 합의가 아니라 늘 토의가

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제

상의 필요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제원리와 다수결원리에 의거한 의회제

의 입법자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적 규칙이 필요하며, 필요한 한도에서 법적 규칙

을 정립하는 것은 이성적이다. 일반적․실천적 토의의 한계가 법적 규칙의 필연

성을 근거지우는 것이다.102)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규범적 언명의 정당성이 입법자의 결단주의적 행위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법적 규칙을 정립하는 

것은 이성적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법적 규칙 자체도 당연히 이성적이라는 것

은 아니다. 법적 규칙 그 자체의 이성성을 문제삼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당

해 법적 규칙의 이성성을 근거짓는 것은 일반적․실천적 토의에 의한다. 법적 토

의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요청되는데, 이는 당해 규범적 언명이 직접 이성적인가 

아닌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당해 언명이 “현행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련되는 것뿐이다.103) 따라서 현행법

질서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법적 규칙이나 규범적 언명을 기초지우는 것은 법적 

토의의 역이 아니라 일반적․실천적 토의의 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법적 언

명에 관하여도 일반적․실천적 토의없이는 궁극적으로 근거 짓는다는 것이 불가

능하다.104) 예컨  시민불복종은 현행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는 정당화되지 아니

하는 실천적 활동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운동은 현행법질서의 존립 그 자체는 

전제로 하면서도 현행법질서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법규의 정당성에 

한 이의신청으로서, 이를 널리 일반적․실천적 토의에 부쳐야 한다는 이성적 요

구이다. 현행법질서에 의하여 제도화된 법적 토의의 테두리를 넘어 일반적․실천

적 토의에 의하여 법적 규칙 자체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가능성에 개방적인 국가

가 진정으로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05)

(2) 판결의 정당화에 관한 법적 토의

현행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당해 규범적 언명의 정당성을 토의하는 것이 법

102) Alexy, Argumentation, S. 257.
103) Alexy, Argumentation, S. 269.
104) 윤재왕, 전게논문, 226면 참조.
105) 우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증이론에 한 비판적 지적은 윤재왕, 상게논문,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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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토의이다. 법적 토의의 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용자인 법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규범적 언명으로서의 판결이다. 판결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논의에서

는 법관에 의한 판결의 정당화과정의 분석과 그 정당화과정의 전개과정에서 원

용되는 여러 가지 전제의 합리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106)107)

1) 내적 정당화

법관의 법적 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평가가 사례를 법규에 포섭

하는 과정의 어느 단계에 개입하는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에 관하

여 유용한 것이 내적 정당화(interne Rechtfertigung)의 논증형식이다. 내적 정당화

의 형식은 법적 판단의 근거지움에는 적어도 하나의 보편적 규범이 제시되지 않

으면 안 된다. 그러나 통상의 사안에서는 보다 복잡한 구조와 복수의 보편적 규

범을 필요로 한다. Alexy는 a가 자신의 처를 그녀가 자고 있는 사이에 살해하

다는 사실관계를 실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108) 법관이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독일형법 제212조 제1항(모살죄)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규범이 적용가능

한가 여부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규범(M1)은 ‘배신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

는 것이다. 독일판례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의에 의하면 ‘배신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은 ‘살해희생자의 무지와 무방비를 의식적으로 이용한다’(M2)는 

것이다. 다시 ‘무지나 무방비’는 ‘아무런 공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방어하

기 위한 가능성을 단지 제한적으로만 가지는 경우’에 존재한다(M3). 자고 있는 

자에게는 그의 안전을 보장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고 있는 처를 

살해한 사실(S)은 M3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규범에 봉사하는 전제들

의 도움을 받아 항상 더 구체적인 규범이 얻어진다. a가 적용되는 규범에 해당하

는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이 문제를 결정할 규칙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S→Mn에 이르기까지에 어느 정도의 전개단계들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Alexy는 그 표현이 당해사건에 들어맞는다는 것이 더 이상 다투

어지지 않을 표현에 도달할 정도의 전개단계가 필요하다고 한다.109)

106) Vgl. Hilgendorf, Argumentation, S. 203. 실정법 도그마틱에서 논증이론은 판결과 관
련된 더욱 정 한 도그마틱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은 윤재왕, 상게논문, 229
면 각주 1).

107) 최봉철, 전게논문, 222면 이하, 233면 참조.
108) Alexy, Argumentation, S. 276ff.
109) Alexy, Argumentation, S.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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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이러한 내적 정당화가 단지 주어진 규범으로부터의 연역은 아니

라는 점이다.110) 사례에서 보듯이 법적 판단을 근거지우기 위하여는 일련의 전제

들(예컨  M2, M3)이 필요하며, 이들은 법규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

다.111) 또한 이러한 모델이 사안과 규범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 내적 정당화에서 규범과 사안의 간극을 연결하기 위하여 제시되

는 규율들은 시선왕복 절차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12)

이와 같이 내적 정당화의 형식은 결정자가 실제로 어떠한 사고를 거쳐 결정하

게 되었는가 하는 ‘발견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정이 어떠

한 논증형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는가 하는 ‘정당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법관은 판결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가(정당화의 과정)를 제시하

는 것이지, 어떻게 하여 그러한 판결에 이르게 되었는가(발견의 과정)를 설명하

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적 정당화는 법관에 의한 판결의 정당화과정

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113)

2) 전개과정에서 원용된 제 전제의 정당성 논증

내적 정당화는 법적 판단 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판단 

전체의 합리성은 내적 정당화의 전개과정에 있는 제 전제들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 Alexy는 정당화되어야 할 언명

이나 규칙들이 가지는 효과를 선취하는 휘드백 논증형식을 승인하고 있다. 일반

적․실천적 논증에 있어서의 논증형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 

규칙R과 “그것이 예정하는 사실T의 존재”를 전제로 어느 구체적인 규범명제N을 

정당화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적 규칙R과 결론인 구체적 규범명제N으

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효과F가 긍정적으로 승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구체적 규범명제N을 정당화하는 경우이다.114) 마찬가지로 일반적 규칙R자체를 

110) Alexy, Argumentation, S. 281.
111) 제정법규에서는 직접적으로 얻어질 수 없는 이러한 전제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외적 

정당화(externe Rechtfertigung)의 과제이다.
112) Alexy, Argumentation, S. 282.
113) Alexy, Argumentation, S. 281f.
114) Alexy, Argumentation, S. 245ff. T        F
                                 R        R
                                 ---      ---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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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고차적인 규칙R’에 의하여 정당화할 경우에도 두 가지 형식이 있다.115)

전기절도 사례를 예로 들면 R1: 절도죄의 가장 본질적 요소인 절취행위의 

상이 되는 물건은 소유하는 물건이라는 목적론. R2: 재물이라는 보다 넓은 단어

의 통상의 용법. R1에 관하여는 고차의 규칙 R'1: 어느 구성요건요소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의미에 적합하게 그것을 규정한다. R2

에 관하여도 고차의 규칙 R'2: 어느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

의 용법에 따른다. 여기에서 일반적 규칙 R1과 R'2는 물론 보편화 가능성을 가

지는 규칙이지만, 형법학설에 의하여는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R1에 

해서는 행위정형만으로 객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형법해석으로서는 적당

하지 않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R'2를 정당화규칙으로 일반적으로 승

인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문언은 많든 적든 애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법

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일본판례와 독일판례는 반

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전기는 소유물이라는 규범적 명제는 그 당시 

충분히 근거지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효과선취 논증형식의 문제점

이러한 논증형식 중에 원용되고 있는 R1: 절도죄의 가장 본질적 요소인 절취

행위의 상이 되는 것은 소유물이라는 목적론은, 이를 채용할 때의 효과를 선취

함으로써 설득력을 가지는 정당화규칙이다. 이 규칙에서 도출되는 관리가능성설

은 절취행위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재물개념에 포섭시킬 수 있다는 

“효과”에 의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116) 그러나 이 ‘효과를 선취하

여 행하는 정당성논증’은 일반적인 법학적 논증에서는 통상의 논증형식이지만,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효한 논증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형법분야에서는 법이 목적하는 효과를 최 로 도출하는 

해석이 최우량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형법에서 효과를 선취하는 해석을 행하

면 국민의 처벌욕구에 합하는 해석, 특히 행정형법 분야에서는 단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해석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쉽다.117) 그러나 형법분야에서

115) Alexy, Argumentation, S. 247.  FR        T'
                                 R'     R'
                                 ---    ---
                                 R      R     (FR은 R의 효과)
116) 이상돈, 전게논문, 3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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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력의 자기통제와 시민의 자유옹호의 요청이 항상 작용하므로, 효과를 선취

하는 논증의 정당성은 감쇄되어진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118)

117) 이상돈, 상게논문, 336면 참조. 우리나라 법원은 형사법분야에 있어서도 표면적으로는 
문리해석을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입법취지를 내세워 상당
한 법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결과주의적 관점을 끌어들여 특정한 해석
이 당해 사건에 있어서 부정의한 결과에 이르게 되거나 단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문언을 벗어나는 반문언적 해석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법철학연구 제6권 제2호, 2003, 147면).

118) 후기산업사회에서 이러한 산출지향적행위가 형법의 해석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할 
것을 기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지적은 이상돈, 상게논문,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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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Strafrechtliche Auslegungsmethode
119)

Yong-Sik Lee
*

Die vorliegende Arbeit behandelt die Methode der Begründung strafrechtlicher 

Urteile. Die Anwendung des Gesetzes ist nicht rein logische Subsumtion unter 

begrifflich geformte Obersätze. Man muss daher die Legitimation der 

Gesetzesanwendung fragen. Aber bis jetzt besonders im Strafrecht kommt dieses 

Legitimationsproblem nicht in Betracht. Um das Problem der Begründung 

strafrechtlicher Urteile zu lösen, versucht der Autor die juristische 

Argumentationslehre von Alexy heranzuziehen.

Wenn man von der juristischen Interpretation spricht, taucht im Strafrecht 

immer auch zuallererst die Problematik der sogennanten Wortlautgrenze auf. Die 

Wortlautgrenze findet für die Auslegung des Strafgesetzes in dem strafrechtlichen 

Analogieverbot ihre spezielle Ausprägung. Die herrschende Meinung in Korea 

versteht unter der Wortlautgrenze, dass die Möglichkeit der Interpretation beim 

weitesten nach dem Sprachgebrauch noch möglichen Wortsinn endet. Wenn sich 

dabei Schattierungen gebildet haben, könnte diese herrschende Meinung einerseits 

als die engste, nur für das Strafrecht Gültigkeit beanspruchende Auffassung von 

der natürlichen Wortbedeutung und andererseits als die auf die Mannigkeit der 

Bedeutungsvarianten abstellende Auffassung von der möglichen Wortbedeutung 

sprechen. Aber diese weitere Konkretisierung der herrschenden Meinung ist in 

Korea noch nicht eingeführt.

Die Berufung auf das rein formale Kriterium des möglichen Sinn ist verfehlt, 

weil die Unterscheidung zwischen zulässiger Auslegung und unzulässiger 

strafrechtlicher Analogie nicht an der sprachlichen Zufälligkeit des 

alltagssprachlichen Bedeutungspotentials der betreffenden Rechtsausdrücke zu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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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essen ist. Nicht die rein sprachliche Komponente des möglichen Wortsinn, 

sondern der teleologische Sinn- und Zweckzusammenhang der rechtsbestimmung 

stellt den Maßstab zur Abgrenzung zwischen zulässiger Auslegung und 

unzulässiger Analogie dar.

Die Auslegung besteht nicht allein in der Deduktion aus vorgegebenen 

Normen. Sie geht auf die Norm und die Besonderheit des Sachverhalts. Sie 

berücksichtigt das Wechselspiel zwischen Sachverhalt und Norm.

Im Rahmen der Auslegung problematisiert man weiter die Rechtfertigung des 

juristischen Urteils. Nach Alexy unterscheiden sich zwei Aspekte der 

Rechtfertigung. Die interne Rechtfertigung betrifft die formale Struktur der 

juristischen Begründung. Sie erhöht die Möglichkeit, Fehler zu erkennen und zu 

kritisieren. Sie erleichtert die Konsistenz des Entscheidens. Die externe 

Rechtfertigung ist die Begründung der in der internen Rechtfertigung benutzten 

Prämissen. Nach Alexy lassen sich Regeln des positiven Rechts, empirische 

Aussagen und Prämissen, die weder empirische Aussagen noch Regeln des 

positiven Rechts sind. Die Begründungsmethoden entsprechen je verschiedenen 

Arten von Prämis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