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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 **

李 用 植
***

Ⅰ. 형법과 이익법학

Heck는 “다른 역보다 형법에 있어서만큼 개념법학의 지배가 넓게 미친 는 

없었다. 재는 목 론  방법이 지배 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익이라는 개념

보다는 목   법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법에서의 이익법학과 실

질 으로는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 다.1) 즉 형법학은 이익법학

의 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범죄를 이러한 이익

의 충돌로 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이익의 충돌로 악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개인 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형법에서는 

이익형량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가벌성을 결정하는 엄

격한 법  요건과 련하여 실제로 이익형량이 문제되는 역은 매우 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다면 과연 형법에서의 사정은 어떠한가? 이와 같

이 어렵고 거 한 주제를 다룰 능력은 필자에게는 없다. 다만 이 이 형법에 있

어서 이익형량이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

도 된다면, 필자에게는 뜻밖의 기쁨일 것이다.

Jhering은 법을 사회  기능의 견지에서 고찰하여 사회  목 과 련지어 이

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사상이 법해석학의 방법론으로서 개된 것이 

이익법학이라고 볼 수 있다. Jhering으로 인하여2) 우리는 해석론으로서 ‘객  

  * 이 논문은 2007년 6월 8일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학술회의 “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Heck, Begriffsbildung und Interessenjurisprudenz, 1932, S.8.

 

2) Jhering, Das Schuldelement im römischen Privatrecht, 1867, S.4ff. 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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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내지 ‘책임없는 불법’이라는 념을 도입하게 되었으며,3) 이는 형식  

법성과 실질  법성의 구별에까지 향을 주었다.4) 특히 실질  법성론 내

지 법규  정당화사유론의 개는 이익법학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 Jhering의 사상의 심에 ‘법의 창조자로서의 목 ’이라는 념이 있었는데, 

이는 방법론 면에서 형법의 개념을 목 론 으로 구성하려는 태도로 나아가게 

하 다.5) 그리하여 범죄를 사회생활의 조건에 한 법 으로 요한 침해라고 

정의하고, 형벌을 사회의 존립을 보호한다는 목 에 결합시켜 형의 념에 

반 하는 한편,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의 에서 형법

 정의의 원리와 형벌부과의 한계를 고찰하게 되었다.6) 이는 특히 Liszt의 목

형론에 직 이고 결정 인 향을 미쳤다고 한다.7) Liszt는 원시  형태에 있

어서 형벌은 맹목  반작용이었으나, 목 념에 의해 합목 성의 견지에서 이해

됨으로써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8) 이러한 목 념에서 보면 형벌의 임무

는 법익의 보호를 목 으로 하고, 이러한 법익의 보호는 범죄인의 법익침해를 수

단으로 달성되며, 법익을 침해하는 형벌이라는 이러한 수단은 법익의 보호라는 

목 의 달성을 하여 가능한 한 약되어야 하고 하지만 동시에 유효 일 것을 

요한다.9) 따라서 정당한 형벌은 필요한 형벌이며, 필요한 형벌만이 정당한 것이 

된다.10) Liszt에 의하면 형벌은 법익보호의 목 에 이바지하는 목 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Jhering의 목 사상을 형벌 역에서 개한 것이라고 보

여진다.11) 물론 목 형론은 곧 응보형론과의 학 논쟁(Schulenstreit)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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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agler, “Der heutige Stand der Lehre von der Rechtswidrigkeit”, FS-Binding II, 1911, 
S.332.

 

4) Baratta, “Über Jherings Bedeutung für die Strafrechtswissenschaft”, in : Wiacker/ 
Wollschläger (Hrsg.), Jherings Erbe, 1970, S.18f.

 

5) Baratta, in : Jherings Erbe, S.20f.
 

6) Baratta, in : Jherings Erbe, S.22f. 또한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2005, 54면.
 

7) Baratta, in : Jherings Erbe, S.22f.

 

8) Liszt, “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 Strafrechtliche Aufsätze und Vorträge, Bd. I, 
2.Aufl., 1905, S.132 (심재우 역,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사상”, 고려 학교 법률행정논

집 제15집, 1977, 140면 이하 참조). 

 

9) Roxin, “Franz von Liszt und die kriminalpolitische Konzeption des Alternativentwurfs”, 
in : Strafrechtliche Grundlagenprobleme, 1973, S.40. 그리고 김일수, 한국형법 I, 개정

판, 1996, 97면, 100-101면.
10) 심재우, “형벌권의 한계”, 형사법강좌 I, 1981,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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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형론은 범죄인처우에 한 형사정책  측면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형벌의 제가 되는 책임의 념 자체에 해서는 응보사상을 제압할 수 없었다. 

즉 책임은 단순히 사회방 (법익보호)의 필요로부터 범인에게 부담을 과하는 것

이 아니라, 의무에 반하여 행 로 나아간 것에 한 비난이라는 견해(규범  

책임론)가 일반 인 것이 되었다.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책임의 목 론  구성에 

하여 비 과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Ⅱ.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법학  경향

A. 구성요건론과의 계 － 형법각칙의 해석

1. 법익개념의 방법론  의의

형법학에 있어 가치 계  고찰방법이 제기되면서 형법학이 계지어야 할 가

치로서 고찰의 심에 놓여졌던 것은 법익이었다. 이것은 이익법학이 이익을 

심으로 법의 인식과 해석을 행하는 것과 상통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익

론은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법학의 표 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법

익론은 1834년 Birnbaum이 Feuerbach의 권리침해설을 비 하면서, 범죄는 법

인 이익의 침해라고 규정한 이래 많은 주장이 있어 왔다.12)13) 특히 법익은 단지 

형법규범의 보호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 론  고찰을 지도하는 방법

론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었다.14) 이러한 법익개념의 방법론  의의를 

기 지운 Schwinge에 의하면 형법각칙의 범죄개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선택

의 원리로 되어야 할 가치는 법 인 보호가 주어진 생활재 내지는 문화재 즉 법

11) 이재상, 형법총론, 54면; 정영석, “형법학파의 논쟁”, 형사법강좌 I, 1981, 55면.
12) Sina, “Die Dogmengeschichte des strafrechtlichen Begriffs ‘Rechtsgut’ ”, 1962, S.1ff. 법

익의 개념에 관련하여 임웅, “형법상의 법익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2, 188면은 법익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고 또 그러한 까닭에 형법상 보호되는 실재적 또는 관념적 대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13) 법익개념의 새로운 전개(상호주관적 법익구상)에 관하여는 이상돈, 형법학, 1999, 20면 

이하; 양천수, “형법성 법익개념의 새로운 근거설정 필요성과 가능성”, 고려법학 제47
호, 2006, 265면 이하 참조.

14) 이를 시사한 것으로서 평가되는 것으로는 Liszt, “Der Begriff des Rechtsguts im Strafrecht 
und in der Enzyklopädie der Rechtswissenschaft”, ZStW  8 (1888), 13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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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느 형법규범의 내용⋅효과⋅범 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면 즉 개념들을 정확하게 규정하려고 한다면, 개개의 구성요건요소를 그 법익 내

지 보호의 객체와 련시켜 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이 당해법익의 

보호를 충족시키기 하여 당해 형벌규정에는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검토하여 결

국 구성요건이 보호하는 내용과 범 가 확정된다는 것이다.15) 그런데 형법상 개

념구성의 지도원리인 법익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하여 Schwinge는 법익도 법

규로부터 목 론  고찰에 의해 정해진다고 한다. 이때 형벌법규의 해석이 여러 

다른 보호의 객체와 련되는 경우에는 다시 선택이 필요한데, 법률은 사회

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 내지 더 합리 인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 가장 합한 해석을 택하여야 한다고 본다.16) 이와 같이 형법각칙의 해석

에 있어서 법익보호를 지도원리로 하는 목 론  해석에 의해야 한다는 은 오

늘날 일반 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익의 형량

(a) 이익의 충돌

Kiel학 는 법익개념이 개인주의 ⋅공리주의 ⋅유물론 이라고 보아 법익론 

자체를 비 하 다. Schaffstein은 “만일 법익보호가 개념구성의 유일한 선택원리

라고 한다면 개념구성은 법익보호의 목 을 하여 극단 인 것이 될 험성이 

있다. 입법자는 법익보호라는 이익을 제한하거나 보충한다는 다른 이익까지도 고

려해서 개개의 구성요건이나 그 요소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도 해석에 있

어서 이러한 실  이익상태를 올바로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17) 그

리하여 보다 근본 으로는 목 론  해석에서 말하는 ‘목 ’이란 법익보호의 목

(내지 반 이익의 고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 법규의 목 이나 형법

체의 목 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18) 

이와 련하여서는 Heck도, 입법목 으로부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익은 

우월한 이익뿐인데, 규범의 내용은 배제된 립이익 그리고 그 정도로 연 되고 

있는 까닭에, 해석은 입법자가 직면한 ‘ 체 인 이익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

15) Schwinge, Teleologische Begriffsbildung im Strafrecht, 1930, S.22f.
16) Schwinge, Teleologische Begriffsbildung, S.59ff.
17) Schaffstein, “Zur Problematik der teleologischen Begriffsbildung im Strafrecht”, in Ellscheid/ 

Hassemer (Hrsg), Interessenjurisprudenz, 1974, S.394, 400f. 
18) Vgl. Schaffstein, in : Interessenjursprudenz, S.39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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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19) 특히 형법과의 계에서 공공의 복지(Gemeinwohl)라는 목 만으로 

형법을 특징짓는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첫째, 공공의 이익은 형벌법규만이 아니

라 국가의 법규범 모두에 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법의 강행규정 컨  민법 

제103조(公序良俗)에 있어서와 같이 특별히 공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형벌이 과해지지는 않는다. 둘째, 공공의 복지에 

유해한 행 이지만 법 으로 지되지 않고 따라서 형벌의 상이 되지 않는 것

도 있다. 법은 단지 공공의 복지만이 아니라 립하는 이익도 고려하기 때문이

다. 모든 법규범은 이익의 충돌을 해결하기 한 것으로, 립하는 여러 이익의 

형량에 의거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은 행 자의 이익에 한 한 침해가 된

다. 그러므로 형벌은 단지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특히 크게 

우월할 경우에만 등장하는 것이다. 형법규범에서는 공공의 복지라는 목 만이 아

니라, 해결되어야 할 이익충돌의 성질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것이다.20) 

이와 같이 이익법학은 이익의 충돌에서 법의 기 를 구한다. 그리하여 충돌되

는 여러 가지 이익은 각각 원리 으로 자격을 갖는 것이나, 규범형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익들 사이에서 공개토의가 행해지고 우월 인 이익이 선택된다고 

하는 다원주의  입장을 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21) 다만 이익법학은 법형

성의 동인으로서 주로 이익을 고려하는데, 이 에 하여는 비 이 있다. 이익형

량에 있어서는 계되는 여러 이익뿐만 아니라, 기타의 요소 컨  힘의 상태, 

험의 지배, 신뢰 등도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22) 이에 해서는 이익

법학도 그러한 제사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독립 ⋅추상 으로 들어

서 구별함을 피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23) 이는 물론 역 을 두는 데에 있어서

의 상 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익법학이 이익형량에 있어서 작용

하는 이익 이외의 다른 요소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는 에도 그 원인이 있

다고 보여진다.

(b) 이익의 형량 － 평가의 상과 평가의 기  문제

이익법학은 충돌되는 이익의 형량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이익법학에 한 

19) Heck, Begriffsbildung, S.131. 
20) Heck, Begriffsbildung, S.156.
21) Ellscheid, “Einleitung”, in : Interessenjurisprudenz, S.4.
22) Engisch,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7.Aufl., 1977, S.190.
23) Kallfass, Die Tübinger Schule der Interessenjurisprudenz, 1972, 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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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비 은 이익형량의 기 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혹은 평가의 

상인 이익과 평가의 기 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4) 이익법학에 의하면 

이익형량은 가치 단이고 그 기 이 되는 것은 일정한 구체 인 사회이념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사회이익이 된다고 함으로써, 이익은 평가의 상이며 동시에 

평가의 기 이 된다고 보고 있다.25)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이념 자체가 

충돌하고 있을 때에는, 입법자에 의해서 그 하나가 선택되어 그것이 결정이익으

로서 법률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입법자의 결정이라고 

하는 심리  사실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거기에 작용하는 가치 단은 무시되

어 있다.26) 물론 이익 에는 그 자체가 평가라고 볼 수 있는 이익도 많고, 힘의 

상태를 고려에 넣음으로써 보다 강한 이익이 보다 높은 이익이라고 하는 평가가 

도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27)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익이나 힘의 

상태로부터 곧바로 평가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의 자격이나 서열에 한 

입법자의 가치 단이 가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28) 그런데 이익법학은 

평가기 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는 평가기 도 있

다. 정의, 형평, 인간의 존엄, 자기책임원리 등이 그러하다고 생각된다.29) 이를테

면 정의는 형량가능한 이익이 아니라, 형량의 목표인 것이다. 

이익법학도 이익형량이 가치 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가치 단이나 평

가는 일정한 가치기 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평가자의 자유로운 태도결정이지, 가

치기 에 의하여 인과 으로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30) 따라서 입법자에 의해 선

택된 어떤 이익이 결정이익으로서 법률을 성립시킨다는 고찰은 무 일면 이라

고 생각된다.31) 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한, 법규범을 으로 인과 으로 설

명하는 이익법학의 테두리 안에 머무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인식이 이

24) 류전철, “조직범죄수사기법의 형사사법적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01, 
296면.

25)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6.Aufl., 1991, S.52f., 58; Engisch, 
“Interessenjurisprudenz und Strafrecht”, MonKrimPsy Bd.25 (1934), S.72;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1994, S.38.

26) Larenz, Methodenlehre, S.58.
27) Vgl. Ellscheid, in : Interessenjurisprudenz, S.7.
28) Engisch, Einführung, S.191.
29) Engisch, MonKrimPsy Bd. 25, S.72f.;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S.38.
30) Larenz, Methodenlehre, S.58;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S.37 Fn.27.
31) 류전철, 전게논문, 2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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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법학으로부터 평가법학으로의 개를 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목 론  방법과 유추해석과의 계 － 형법해석의 특수성

이익법학에서는 해석과 유추 사이에 본질 인 상 가 없다. Heck는 확장해석

과 유추의 개념  구별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자는 역사 으로 인식된 명령

념을 언어상 가장 근사한 형상 안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식된 명령 념

을 새로운 형상화에 의해 보충하는 것이라고 한다.32) 사법의 실제운용에 있어서

는 구체 인 해석결과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

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추가 지되기 때문에 이 구별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목 론  해석에서는 확장해석과 유추와의 한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종래 유추라고 생각되어온 많은 것은 

법규의 내용이 허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33) 어떠한 이익이 어

떠한 종류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가의 기 은 입법자의 의사로부터 도출

되기 때문에 유추를 허용해도 가벌성이 자의 으로 확장되지는 아니한다는 지

도 있다.34) 이와 같이 목 론  방법은 유추 정의 경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

는데, 양자의 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 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의 테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은 형법에서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

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상 법률의 규정을 월하는 해석에 의하여 처벌의 

범 를 확장하는 것은 지되지만, 유추까지는 아니고 법규의 문언을 합리 으로 

해석하는 확장해석은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형법 특유의 것이

다. 그 지만 유추와 확장해석의 한계는 미묘하며, 구별기 도 명확하지 아니하

다. 여기에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실질 으로 동일하며 당연히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므로 그 구별을 부정하고 그에 신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실질  근거(국민

의 측가능성 보장)에 따라 일상용어 으로 보아 법문에 포함되지 않는 행 를 

처벌하는 것은 유추든 확장이든 허용되지 아니한다거나, 유추와 확장해석의 구별

을 유지하면서 확장해석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측가능성을 요구하는 견해도 있

을 수 있다.

32) Heck, “Gesetzesauslegung und Interessenjurisprudenz”, AcP 112 (1914), 196.
33) Schwinge, Teleologische Begriffsbildung, S.68.
34) Engisch, MonKrimPsy Bd. 25, 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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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해석은 엄격하게 그리고 제한 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에 

해서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 인 문리해석을 넘

어 해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문리를 넘는 해석 

에서 허용되는 것을 확장해석이라고 하고, 실질 으로 고찰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을 유추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 형법에서는 실질론보다도 형식논리를 시하는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해석의 한계기 으로서 일상용어의 범 라고 하

는 것은35) 종래의 도그마에서 탈피하여 실질 인 근거를 찾는 것으로서 높이 평

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상언어 인 의미의 범 에 따른 어의의 한계 

내에서 형법을 해석하는 경우에만 시민들에게 일반 방의 가능성이 주어지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규범의식을 내면 으로 동기지울 수 없어 행 규

범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36) 이는 해석과 유추 사이에 어떤 논리

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37) 

어 든 법해석이 실천  가치 단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다른 법 역

에 비해서, 형법해석은 고 인 해석스타일에서 쉽사리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  안정성을 시해야 할 형법 분야에서 통 인 엄격해석은 그 자체로

서 나쁜 것은 아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해석방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형법해석에 의하여 범죄가 확정되면(법률요건), 형벌이라는 강력 제재수단

(법률효과)이 발동된다. 이러한 형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 역에서 

보다 해석은 더욱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진정한 의미도 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법의 해석과 형법의 해석은 본질 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

된다. 다만 형법에 있어서는 그 단의 테두리가 매우 좁다는 것이다.

B. 법성론과의 계

형법학에서는 Liszt가 최 로 형식  법성과 실질  법성을 구별한 이

래,38) 실질  법성의 개념이 통설 인 견해가 되었다. 실질  법성론은 행

가 형식 으로 법규범의 명령 혹은 지에 반되어도 실질 으로 법하지 않

35) 김일수, 한국형법 I, 200면.
36) Schünemann, nulla poena sine lege?, 1978, S.19f. 또한 김일수, 한국형법 I, 200면. 
37)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과 유추에 차이가 없다는 견해로는 Arthur Kaufmann, “Analogie 

und Natur der Sache”, in : Rechtsphilosophie im Wandel, 1972, S.276ff.; Hassemer, 
Tatbestand und Typus, 1968, S.162ff.

38) 김일수, 한국형법 I, 4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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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법하다는 것이다. 구체  결론으로서는 법규  법성조각사유 내지 

정당화사유를 승인한다. 이와 같이 실질  법성론은 법의 해석 내지 흠결보충

에 있어서 성문법 이상의 견지가 불가결하다는 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

념법학 내지 단순한 법실증주의를 탈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실질  법성의 내용에 하여는 법 내지 사회생활의 목 이라는 을 강

조하는 입장과 법익의 침해 혹은 험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크게 나뉜다. 그리하

여 법성조각의 기 으로서 자는 이른바 목 설을, 후자는 법익형량설을 제시

한다. 후자가 법익의 비교형량이라는 견지를 비교  순수하게 일 하고, 자는 

법익의 형량을 부정할 요소들을 보다 더 강하게 인정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법

성 단에 있어서 법익형량의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에서는 공통된다. 하지만 

이후 실질  법성의 단에 있어서, 법익형량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타의 사

정까지도 고려에 넣어 보다 구체 인 이익형량을 행하는 입장으로 발 하게 된

다. 이와 련하여 독일형법 제34조 정당화  긴 피난의 규정은 단순한 법익형

량 조항이 아니며, 보다 구체 이고 포 인 이익형량 조항을 둠과 동시에 목

설과 결합되는 상당성 조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C. 책임론과의 계

우리나라에서는 실질  법성에 기 를 둔 법규  정당화사유의 개에 상

응하여 기 가능성이 법규  책임조각사유로서 일반 으로 승인되고 있다. 이

것도 형법개념의 목 론  구성의 일례로 들 수는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책

임을 이익법학  방법에 의해 악하는 것은 원칙 으로 타당하지 않다.39)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하고 정당화사유가 침해를 방

지하는 행 태양을 의미한다면, 책임과 형벌론은 그러한 불법을 행 자로서는 행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지에 한 문제이다.40) 형벌은 비난을 포함하고, 그 비

난은 험성이 아니라 책임에 향한 것이다. 설사 책임이 이익침해에 한 주  

계이고, 이익침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에서 행 자가  이익을 갖고 있

지 못하다는 에 근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책임이 이익법학과 련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행 자가 이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은 이익법학에서 말하는 이익과는  별개의 것이다. 즉 여기서의 이익은 비난

39) Vgl. Schaffstein, in : Interessenjurisprudenz, S.410ff. 
40) Engisch, MonKrimPsy Bd.25 (1934),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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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에게 불법행 로서 손해배상을 명할 경우, 

훼손으로 침해된 이익과 배상으로 보되는 이익과의 사이에는 동종성이 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에게 일정한 형벌을 부과할 경우, 형벌이 이익박

탈이라는 성질을 가짐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침해법익과 형벌 사이에는 이러한 

동종성은 없다. 따라서 범죄는 이익충돌이라고 해도, 책임 내지 형벌은 단순한 

이익충돌의 해결은 아니다. 어도 민법과는 다른 충돌해결이며 그 특수성은 충

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호형이나 목 형의 사상에 따라 형벌은 법익보호

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익확보를 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

도의 형벌이 필요한가 하는 계산은 여 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에서 

형벌과 책임의 목 론  구성에는 어려운 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Ⅲ. 형법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양상과 한계

법해석은 재 의 구체 인 단규 을 구성하여 이것을 법 에게 제공하고 법

의 가치 단을 통제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한다. 법해석방법론은 재 에 있어 

구체 인 단규 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한 논의이다. 이익형량

론은 법해석의 방법론이다. 법해석방법론으로서 이익형량론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당해 사건의 이익상황을 충분히 밝  어떤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하

여 실질  이익형량을 하여 단할 것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형법학에서 이익형량론은 아직 체계 으로 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지만 

의의 이익형량은 형법해석의 각처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을 통

일 인 에서 정리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이익형량을 일단 세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이다. 여기서 

상이 되는 이익은 법익과 그 반 이익이다. 그 다고 해서 행 자 내지 피해자

의 구체 인 이익은 아니고, 어느 정도 추상화된 유형  이익이 형량된다. 둘째 

법성 단에서의 이익형량이다. 여기에서는 례인 긴 피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행 자와 피해자의 구체 인 법익이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  

이익의 형량이 행해지게 된다. 셋째 법  효과와 련한 이익형량이다. 즉 행

자를 유죄 는 무죄로 하면, 어떠한 가치⋅이익이 어떻게 실 ⋅보호되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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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이익이 어떻게 실 을 방해당해서 보호되지 않는가 하는 이익형량이다. 

형법학에서 기능주의 혹은 문제  사고 내지 효과지향이라고 불리우는 경향들은 

이러한 이익형량에 을 두는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경우 어떠한 범

와 어떠한 측면의 이익이 상으로 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물론 이 세 가지 경우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이나 법성 

단계에서도 형벌을 과한다는 효과의 고려가 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그리고 기능주의의 입장에 의하면 구성요건이나 법성 단계에서도 그 

효과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는 어디까지나 일응의 구별

이다. 이러한 을 유의하면서 각 경우에 하여 이익형량의 양상과 그 한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A. 구성요건 해석과 이익형량 － 법익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1. 이익의 충돌과 형법  해결

범죄를 인륜질서 혹은 도덕질서에 반하는 행 로 악하는 한, 이익의 은 

나오지 못한다. 근 국가는 복잡 다양한 사회생활을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직  

도덕에 반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많은 행 를 입법에 의하여 범죄로 하 다. 

그리하여 범죄는 이익침해행  내지 법익침해행 라고 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서는 피침해법익 내지 피보호이익에만 이 맞추어져, 립이익은 그다

지 의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입법론으로서는 새로운 이익의 발생에 응하여 범

죄의 카탈로그를 증가시켜야 된다. 해석론으로서는 당해이익의 보호를 되도록 신

장시키는 목 론  방법이 강조된다. 그러나 범죄는 단순히 이익침해만은 아니

고, 이익충돌이기도 하며 침해자에게도 고려되어야 할 이익이 있다는 이 인식

되었다. 사회의 변화에 응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신설하려고 할 때, 다른 이

익 혹은 기본  인권에 된다는 비 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즉 범죄의 신설

에는 립이익과의 신 한 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경제성

장에 따른 시민생활의 성숙화, 시민  생활이익의 다양화, 가치 념 내지 가치체

계의 동요와 변화, 인권의식의 신장 등 여러 가지 사회  조건들이 기능하고 있다.

범죄를 이익충돌로서 악할 경우, 이것은 구성요건의 해석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선 피침해법익 내지 피보호이익에 련하여 살펴보면, 모든 이

익이 형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 형벌법규에 의해 특별히 보호

상으로 된 이익만이 보호된다. 즉 형법에서는 보호이익의 정당성 내지 자격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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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에서 원칙 으로 모든 이익이 보호의 상으로 되는 

민법과는 다르다. 형법은 기존의 법규를 떠나 사회에 리 존재하는 분쟁 내지 

이익의 충돌을 일반 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개의 형벌법규에 의

하여 보호의 상이 된 이익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에서 

립이익의 충돌과 형량을 문제로 삼는 데 불과한 것이다. 이익충돌의 형법  해결

은 민법에 비하여 단편 이며 보충 이다. 이는 물론 형벌이라는 법효과가 그것

을 받는 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내지 그에 기 한 자유보장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다는 에 근거한다. 이익법학의 견지에서는 이러한 보장원칙 자체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개의 사건에 따라서 우월하

게 혹은 열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러한 상은 아니다. 형법에서 이익형량의 

평가기 을 구성하는 특별한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개의 형벌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법익이라고 부른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형벌법규는 법익을 가지며 범죄는 그러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 이다. 이러

한 법익은 형벌법규에 앞서 그것과는 독립해서 사회 으로 존재하는 이익이며, 

단지 형벌법규의 제정으로서 반사 으로 보호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회  이익도 다종다양하여 입법자는 그 에서 보호의 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범죄의 범 가 지나치게 확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피보호이익과 침해태

양을 어느 정도 요한 것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에서 사회유해성이론이나 실질  

범죄개념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직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41) 결국 피

보호이익의 정당성 내지 자격은 그것을 보호하는 형벌법규의 존재라고 하는 실

정성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개별 형벌법규에 있어서 이익의 논리  결정

개개 형벌법규에 있어서 이익이 무엇인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입법자

의 의사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지만,42) 법규에서 목 론  논리에 의하여 객

으로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43) 즉 형법의 개념구성에 있어서는 목

론  방법을 강조하고 따라서 형법각칙의 해석도 법익보호를 지도원리로 하는 

41) Vgl. Jescheck/Wegend, AT, 5.Aufl., 1996, S.50ff.
42) Heck, Begriffsbildung, S.156.
43) Schwinge, Teleologische Begriffsbildung, S.5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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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론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구체 으로는 그 법명제의 논리  

구조, 다른 규정과의 계, 법 에 있어서의 치, 실사회에 있어서 각 법익의 

배치와 계 계 등으로부터 해석에 의하여 정해지게 될 것이다. 물론 법익보호

만을 지도원리로 삼는 해석은 극단 이 될 험이 있다.44) 입법자는 법익을 제한 

내지 보충하는 다른 여러 가지 법익까지도 고려하여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

이므로, 반 이익이나 병행이익 등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45) 바로 이러한 에서 

구성요건 해석에 하여도 이익형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 반 이익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

해야 함은 물론이다. 를 들어 형법 제243조의 음화의 해석에 하여 문학 ⋅

술  가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음란성을 갖는 경우에는 처벌 상으로 한다는 

례46)는, 성질서 내지 성풍속을 유지하는 이익과 표 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의 

형량이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범죄는 통상 일방

으로 이익을 침해하는 행 이므로, 반 이익으로서 고려할 아무런 것이 없다고

도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일반 인 이익이 항상 립하

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47) 즉 형법은 이러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보

다 높은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일정한 행 를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

서 입법자는 형벌법규의 제정에 있어서 항상 방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석에 있어서도 활동의 자유라는 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이것은 법익보호를 목 으로 하는 목 론  해석을 제한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법률에 규정된 행 이며, 그 

이외의 행 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수함으로써 국민

의 일반 인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따라서 활동의 자유의 보호는 죄형법정주

의의 반사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익형량론은 

무엇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행 인가 하는 해석에 있어서도 일반 인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반사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48) 

44) Schaffstein, in : Interessenjurisprudenz, S.394, 400f. 
45) 목적론적 해석에서 말하는 목적은 개개 법규의 목적(구체적인 법익보호의 목적, 범죄

의 객체 보호의 목적 등 포함)과 형법 전체의 목적(법익의 보호라고 하는 사회적 이익

과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개인적 이익과의 조화), 그리고 형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목적(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실용성 포함)이라고 하는 3단계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46) 대판 2002. 8. 23, 2002도2889.
47) Schaffstein, in : Interessenjurisprudenz, S.400.



李 用 植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2호 : 1～3014

배임죄에 한 례 에는 이른바 모험  거래(경 단)가 배임죄에 포함되

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것이 있다.49) 이는 통상 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박탈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된다. 강제집행면탈죄에 하여 

례는 면탈행 가 범죄가 되는 것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  험이 있는 상태

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한다고 본다.50) 이것도 물품의 처분이나 채무부담 등 통상

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되도록 넓게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생각된다. 공무집행방

해죄에서는 직무의 집행에 해 법성을 요한다고 해석되는데, 여기에서는 국가

의 공권력행사라는 이익에 립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행동의 자유가 형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이익은 구성요건해석의 반에 걸쳐 문제

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  추상  수 의 이익형량

구성요건해석의 단계에서 형량의 상이 되는 이익은 일반  추상  수 의 

것이다. 컨  A가 甲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하자. 甲의 처벌은 A의 피침해이

익의 회복 내지 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법에 의해 행해진다. 甲

의 처벌에 의해 乙⋅丙⋅丁 등의 행동이 억제되어 B, C, D 등의 생명이 보호되

는 것이다. 이것이 법익보호의 의미이다. 즉 법익의 보호는 피해자의 구체  이

익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 공통의 가치인 생명 일반의 보호를 목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나 재산이라는 개인  법익이라고 하더라도, 법

익보호에 의해 사회 체의 이익이 실 되는 것이 된다. 물론 이는 당사자의 구

체 이고 개별 인 이익이 형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그것은 주로 법성 단에 있어서 고려된다.

그런데 구성요건을 의의 불법구성요건, 즉 범죄유형  행 에 제한하는 입장

이 통설이다. 구성요건은 일반 으로 지된 범죄유형  형태에 제한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단치 않은 상해나 감  따 는 구성요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근거와 련하여 이러한 행 는 사회 으로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사회  상당성이론이다. 그런데 모든 구성요건은 사회 으로 상당하지 않

48) Schaffstein, in : Interessenjurisprudenz, S.400f.는 반대이익으로서 활동의 자유를 고려

하여 제한적 해석을 해야 할 경우로서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 예비와 미수의 

구별, 재산범 등을 들고 있다.
49) 대판 2004, 7. 22, 2002도4229; 대판 2004. 10. 28, 2002도3131. 
50) 대판 1999. 2. 9. 96도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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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를 그 표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근거제시라고 할 수 없다. 한 개

념의 폭이 무 넓기 때문에 이론상 난 이 있다. 역사 으로 형성된 사회윤리  

공동생활의 질서 내에 있는 행 51)는 사회 으로 상당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회질서의 범 는 법성조각사유의 역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52) 컨  

자신의 자녀를 교육목 에서 한 차례 때린 것은 사회윤리 으로 완 히 사회질

서에 합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 는 불법유형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구성요건단계에서의 추상 ⋅일반  이익형량의 견지에서 사회  

유용성이 없다고 단한 것인지 의문이다. 구성요건단계에서 추상 ⋅일반  수

의 이익형량이 행하여지지만, 형법에서는 거기에서 곧바로 구성요건  불법의 

실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된 험이 그 지 않은가 생각된다. 

4. 이익형량과 유추와의 계

목 론  해석은 유추 정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익형량론에 해서도 동일

하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이익형량  방법은 단순히 사실을 법규의 문언에 포섭

하면 족하다고 하는 문리해석  방법을 비 하는 데에서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그

러나 ‘언어의 가능한 의미의 범  내’를 이익형량을 행할 수 있는 한계로 설정하

면, 이익형량과 유추 지를 양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어의에 의한 제약이 

어느 정도 효과 있게 작용하느냐에 해서는 의문은 남는다. 어의의 한계는 불확

정하고 법률 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과 유추의 구별이 불가능하게 되

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해석은 일상언어의 의미내용  평범한 생활의 

언어사용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언어사용에 의한 조작은 그 한도 내에

서 통제된다.53)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의 해석과 련하여, 례가 언어의 법률  

의미를 한계로 삼은 것은 해석을 부정하는 결과를 래한다는 비 을 받을 수 

있다는 지 이 있다.54) 결국 통설과 례가 일치하여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형법해석의 한계로 설정하고 있지만, 부분 사안에서 상이한 해석결과를 낳고 

있다. 엄격해석을 주된 논거형식으로 삼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51) Welzel, Das Deutsche Strafrecht, 11.Aufl., S.55ff.
52) 김일수, 한국형법 I, 467면. 
53) 김일수, 한국형법 I, 200면. 
54) 이재상, 형법총론,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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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목 론  해석을 주된 논거형식으로 삼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가벌성을 

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보통이다.55) 언어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 이 

해석의 한계는 되지만 ‘정당한’ 형법해석을 규정하는 잣 는 될 수가 없는 것이

다. 실질 인 내용을 거의 제공해주지 못하는 이 기 을 가지고 해석과 유추를 

구분해낸다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56) 그러므로 다른 이나 기 에 의한 

보충을 필요로 한다.57) 여기에서 해석의 한계로서 법을 해석⋅ 용하는 법 이 

자신의 해석을 합리 으로 근거지움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여

부를 그 기 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58) 그러나 이 역시 실질  기 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 보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실질  근거, 다시 말

해 ‘국민의 측가능성 보장’을 기 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의 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를 단기 으로 하여 ‘일상용어  의미’

의 범 를 확정하고, 그에 비추어 볼 때 법문에 포함되지 않는 행 를 처벌하는 

것은 유추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하는 것이 형법의 행 규범으로서의 기능

과 련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B. 법성 단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1. 법성 단에서 이익형량의 의미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은 당해 형벌법규에서 법익을 어디까지 보

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에서, 립이익과의 충돌과 형량을 문제 삼는 것이

다. 거기에서의 이익충돌은 일반 이고 추상 인 수 의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구체 인 상황 하에서 당사자의 구체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행

자는 일정한 이익을 보 하기 해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 경우 피

해법익이 우선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행 자

에게도 고려되어야 할 구체  이익이 있을 수 있다. 행 자의 침해행 가 어느 

55) 변종필, “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1호, 2005, 
24면.

56) 변종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서의 제공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02, 565면.

57) 변종필, 전게논문(각주 55), 26면.
58) 이상돈, “형법해석의 한계”(신동운 외 4인 공저, 법률해석의 한계, 2000), 78면; 변종

필, 전게논문(각주 56), 567면. 이에 비판적인 견해로는 김선복, “형법상 해석과 유추”,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2001, 8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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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까지 허용되느냐 하는 법성 단에 있어서는 항상 이익의 충돌을 고려해야 

되며 따라서 이익형량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법성 단에 있어서 이익형량이 가지는 의의는 법성조각의 일반  원

리에 하여 법익형량설 내지 이익형량설을 취하느냐, 아니면 목 설을 취하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익형량설에 따르면 가치가 큰 이익을 해서 가치가 

은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여기서는 립되는 이익의 가치  우월

이 결정 인 것이므로, 목 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등은 방의 이익의 가

치 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컨  甲이 자신을 구타하려고 했던 乙에

게 반격을 가하여 구타한 사례에서, 甲의 신체  이익과 乙의 신체  이익은 그 

자체로서는 동일한 가치이지만 甲의 행 가 정당방 로 행해진 경우에는 甲의 

신체  이익이 우월하다고 해석하게 된다. 이 학설에서는 법성 단에 있어서 

( 의의) 이익형량이 면 으로 행해진다. 그런데 목 설은 정당한 목 을 한 

상당한 수단일 것을 법성조각의 일반  원리로 이해한다.59) 이 학설에서는 목

의 정당성과 행 의 상당성이 각각 검토되는데, 행 의 상당성 단에서 우월

 법익이 가장 요한 요건이 된다. 그러한 한도에서 ( 의의) 이익형량이 의의

를 갖게 된다.

형법 제22조의 우월  이익 여부의 단과 같은 의의 이익형량과 의의 이

익형량은 구별해야 할 것이다.  정당방 나 긴 피난의 요건으로서의 합성, 

필요성, 보충성 등을 립하는 이익간의 가치 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환원시키는 

것은 이들 요건을 형량의 객체로 하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 평가의 기 은 법 이

외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평가의 기 은 법률로부터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요건들은 형량을 제한하는 원리로서 평가기 의 일부라고 생각

된다. 이하에서는 의의 이익형량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익형량의 구조

(a) 이익형량의 형태와 범

우선 문제되는 것은 이익형량이 어떠한 형태로 는 어떠한 범 에서 행하여

59) 목적설은 형식적이고 내용이 공허하다는 비판으로는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S.41. 그러나 목적설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이익형량을 넘어서는 긴급피난의 해결가

능성을 제시했다는 지적으로는 이형국, “긴급피난이론으로서의 이익(법익)형량설과 목

적설”, 황산덕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79,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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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느냐 하는 이다. 형법에서는 법률이 체로 이 을 규정하고 있다. 긴 피

난에서는 일정한 법익에 한 재의 난이 존재하고, 이 난을 피하기 해서

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 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보충성) 하에서만 이

익형량이 문제가 된다. 즉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이익이 서로 하나를 희생하지 않

으면 다른 하나를 보 할 수 없는 형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가치가 높

은 법익을 보 하기 하여 가치가 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법익에 한 난이 박해 있지 않다든가 다른 피난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정한 이익충돌은 없으므로 긴 피난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익형량

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60)

정당방 의 경우에는 침해자가 일방 으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그 이익은 방 자의 방 행 가 상당하게 행하여졌는가에 따라 반사  형

태로서 보호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이익형량은 정당방 에서는 극 인 의미

를 갖지 않는다.

정당행 에서는 보다 넓은 범 에서의 이익형량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행

자는 자기의 법익에 한 난의 긴 성이나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도 통상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법익충돌 상황은 아니다. 그 지만 단순히 자

기이익의 보 을 해서가 아니고 그 어떤 정당한 목 을 해서 다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한 목 실 을 해서 어느 정도 립이익의 침해

가 허용되는가 문제가 된다. 립이익도 법의 견지에서 보면 보호해야 할 이익이

기 때문에, 단순히 우월하고 정당한 목 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목

실 의 수단으로서 상당한 행 이어야 비로소 침해가 허용된다고 일반 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당성의 단에 있어서 이익형량은 요한 요소가 된다.

례에 따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 라고 하기 해서는 행 의 

동기와 목 의 정당성, 행 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었는가를 합목 이고 합리

으로 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시한 바 있는데,61) 이 한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62)63) 그러나 사회상규에 배되지 않는 행 는 

60)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S.39; Keller, Rechtliche Grenzen der Provokation 

von Straftaten, 1989, S.307. 
61) 대판 1983. 3. 8, 82도3248; 대판 1994. 4. 15, 93도2899; 대판 2000. 2. 25, 99도4305; 

대판 2001. 2. 23, 2000도4415. 
62) 이재상, 형법총론,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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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 이고 포 인 법성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배되지 않

는 행 의 범 는 그것이 다른 어떠한 법성조각사유에 련되는가에 따라 이

익형량의 범 가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된다.64)

한 정당행 에서 이익형량이 필요한 례로는 노동쟁의행 를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의 행 가 노사 등의 진, 단결권의 옹호 그리고 단체교섭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행한 정당한 것일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일반 으로 노동쟁의는 경 자의 경 권이나 시설 리권 등과 

충돌하며, 쟁의행 를 해 사용하는 수단도 경 자나 다른 조합원 그리고 일반

인 등 개인의 신체, 자유 그리고 재산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65) 그

러므로 이러한 일반 인 기본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간의 조화를 해서 양자

의 형량이 필요하게 된다.66)

(b) 이익형량의 상 － 긴 피난의 를 심으로

1) 구체 인 이익의 형량

어떠한 수 의 이익이 형량의 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러 이익은 

사회에서 추상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체 인 사정 하에 놓여져 있

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는 체의 이익상태에 하여 형량

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통설  입장이다.67) 즉 련법익은 추상 인 서열에 의

해서가 아니라, 구체 인 생활상황 하에서 어느 것이 보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가 비교되어야 한다. ① 이때 특히 요한 것은 험( 박)의 정도이다. 그 정도

에 따라서는 추상 으로 낮은 서열의 법익이 높은 서열의 법익에 우월한 경우도 

있다.68) 컨  아 트에 화재가 나서 물을 끼얹다가 행인들에까지 물을 끼얹어 

독감에 걸리게 한 경우는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69) 그리고 같은 종류의 

63) 그러나 보충성과 관련하여 진정한 이익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성을 예외 

없이 요구하면 이 경우 위법조각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판례가 이들 요건들을 예외 없이 모두 갖추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미

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64) 이재상, 형법총론, 286면 참조.
65) 임종률, “노동형법”, 형사법강좌 I, 327면. 
66) 대판 2003. 11. 13, 2003도687 참조.
67) 최우찬, “긴급피난”, 고시연구 1994/3, 206면에서는 이를 전가치형량의 원칙이라고 부

른다. 그리고 Lenckner,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S.70, 123ff.
68) S/S-Lenckner/Perron, 27.Aufl., 2006, §34 Rn.2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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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험의 정도를 양 으로 형량하게 된다.70) 추상 으로 

법익을 비교하면 충돌되는 법익이 동가치가 되지만, 객체의 가격을 고려하는 것

은 구체 인 이익의 형량을 시도하는 것이다. ② 피해발생 가능성의 정도도 고려

된다. 의사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해 택시를 부르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히 음주운 을 하는 경우, 甲의 음주운

으로 인한 타인 생명에 한 추상  험은 환자의 생명 즉 구체  법익을 

험으로부터 구하기 한 것이므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71) ③ 구조가능

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행 가 성공할 가능성이 작을수록 

정당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법익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컨  

화재사례에서 어린아이를 창밖으로 던졌으나 사망한 경우, 아이를 그 로 방치했

더라면 틀림없이 사망했을 것이고 따라서 창밖으로 던지는 것이 더 생존가능성

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성이 인정된다.72) ④ 자 난의 경우에도 긴 피난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날 일치된 견해이다. 그 지만 이는 자 난이 이익형량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73) 이익형량을 행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가치의 추상  계가 아니라, 구체  사정 하에서의 그 이익의 

요보호성이 문제되는 것이고, 바로 이 을 결정할 때 자 난이 하나의 으

로서 고려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 으로 검토해 보면,74) 우선 (i) 의도  도발

피난의 경우에는 이 자 성이 이익형량에서 결정  의미를 갖는다. 그리하여 긴

피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의도 으로 긴 피난상황을 야기

한 사람은 ―비록 자신의 이익이 본질 으로 우월한 경우에도― 법성이 조각

되지 아니한다. (ii) 제3자에게 난을 야기했지만 그를 구조하기 하여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자  긴 피난의 경우에는, 그 자 성이 이익형량

의 상에서 배제된다. 자 피난자인 구조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피구조자에게 불

리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iii)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자기 태화 

때문에 긴 피난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긴 피난할 것을 견할 수 있었는지에 

69) 최우찬, 전게논문, 207면.
70) 인천지법 1968. 8. 11, 65고3832 판결은 자신과 주민들의 경작지 20만평의 피해를 피

하기 위하여 시가 25만원의 제방과 수문을 자른 행위는 상당하다고 한다.
71) 최우찬, 전게논문, 208면. 
72) 최우찬, 상게논문, 208면.
73) 반대로 이익형량에 영향이 없다는 견해로는 Hruschka, JR 1979, 126;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S.54ff.
74) Vgl. Küper, Der verschuldete rechtfertigende Notstand, 1983, S.3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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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별하여 보게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가 자의 경우보다 이익형량에서 불

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체 인 이익의 형량을 해야 하는 것은 긴 피난에 한

하지 아니하며, 법성 단의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나

치게 넓은 일반조항  이익형량은 결국 어떤 이익이 형량의 상으로 고려되는

지에 하여 아무런 척도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 에 직면하게 된다.75) 모든 요

소들을 다 포 하는 형량의 공식은 아무런 내용을 갖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결국 법감정상 정당화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76)

2) 생명 對 생명의 이익형량 여부 － 방어  긴 피난에서 방  정당방 의 

경우

방  정당방 는 아직 침해의 재성이 없는 경우에 미리 방어행 를 하는 

것으로서, 험이 피해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방어  긴 피난의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 방  정당방 는 정당방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사례이지만, 

긴 피난의 성립이 처음부터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침해의 재성이 갖추어지는 

시 에서는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거나 어렵기 때문에, 미리 방  조치를 취하

는 것을 면 으로 지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러한 방  

난제거는 원칙 으로 경찰이 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인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긴 피난의 보충성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살해나 상해는 

허용될 수 없으며, 피난행 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은 양 인 에서 형량될 수 없고, 한 형량되어서

도 안 된다는 이 일반 으로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  긴 피난의 

경우에 －공격  긴 피난에서는 보호이익이 침해이익보다 본질 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척도를 반 시켜－ 긴 피난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본

질 으로 열등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척도를 그 로 용해서는 아니 된다.77) 오

히려 비례성의 범  내에서 모든 형량에 요한 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을 지속 으로 잔혹하게 침해하는 아버지를 그가 잠자는 사이에 

75) 이형국, 전게논문, 400면 참조.
76)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S.35.
77) Roxin, AT I, §16 Rn.85. 그러나 이와 같이 반전된 척도를 생명의 경우에도 ―생명이

라는 법익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견해로는 조국,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형사법연구 제15호, 2001,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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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는 경우에(의붓아버지 살해사건), 긴 피난에 의한 법성조각은 ―다른 기

이나 사람의 도움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아니

한다.78) 긴 피난에서 살해행 의 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극히 외 인 경우

는 ―그것이 정당방  혹은 방어  긴 피난에서 직  공격받는 때와 마찬가지

로― 생명과 신체에 한 험이 직 으로 임박한 경우에서만 인정될 수 있

다.79)

(c) 이익형량의 기

이 문제는 이익법학과 평가법학의 가장 곤란한 문제 는데, 형법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특히 이질 인 이익 사이에 비교형량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생명과 재산, 노동기본권과 신체⋅자유⋅재산, 국가  

이익과 개인  이익 등 오히려 이질 인 이익의 충돌이 상례 이다. 따라서 이익

형량의 기 은 이질 인 이익 사이의 형량까지도 가능  하는 기 이 아니면 안 

된다. 

1) 실정법  기

평가의 기 은 우선 실정법에서 구해져야 할 것이다. 실정법  기 으로서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법정형이다. 그러나 법정형은 보호법익만으로 정해지는 것

이 아니라, 개개의 구성요건과 법성 그리고 책임의 내용에도 의존한다.  법

정형에는 폭이 있고 두 개의 구성요건 사이에 겹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첩

되는 부분에 해서는 그 고 를 말할 수가 없다. 정당방 나 긴 피난을 할 수 

있는 이익은 형법상 보호되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법규  법성조각사유는 

기본  인권의 보호를 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어 법정형의 비교가 불가능한 

때가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한계가 있지만, 법정형이 컨  생명과 신체는 재

산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익의 서열에 한 일반 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정법  기 은 다른 법령 는 헌법으로부터도 도출되어야 할 것이

78) Roxin, AT I, §16 Rn.87. 이 견해가 독일의 통설이다. 한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법

성조각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는 MK-Erb, 2003, §34 Rn.157f.; NK-Neumann, 
2.Aufl., 2005, §34 Rn.90;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S.269; Welke, “Der 
Haustyrannenmord im deutschen Straftatsystem”, ZRP 2004, 15.

79) Roxin, AT I, §16 Rn.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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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컨  행범을 체포하려는 자가 행범으로부터 항을 받았을 때에는, 사

회통념상 체포를 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 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80) 따라서 범인의 신체, 자유 등의 법익은 그 한도에서 후퇴하게 된다. 

기본권과 기본권 는 기본권과 기타 법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 을 

헌법에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상 기본권 상호간의 가치서열

이 세부 으로 명백하지는 않으나, 개인의 존엄에 기 를 두는 인격 ⋅정신  

이익이 다른 재산권, 노동권 등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가치서열에서 동등이라고 보이는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일방이 다른 일방을 

어내는 식의 지 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자의 조화가 문제로 된다.81) 특히 노

동권과 재산권의 충돌에서는 경 권을 침해하는 생산 리가 문제되는데, 경 권

을 침해하 다는 사실만으로는 생산 리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제도의 근간

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생산 리에 해 형벌을 과할 수 

있으려면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구체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82) 

컨  종래의 경 방침을 무시하고 회사 자재를 장악⋅처분하거나 생산 리 

에 얻은 수익을 요구임 이나 투쟁자 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비로소 사유재산제

의 근간을 부정하는 생산 리로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83) 

한 통상 가치 으로 동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어느 한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다른 이익을 침해하는 행 를 행할 때에도 이 침해의 정도는 필요하고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84) 이는 반드시 법익동가치가 아닌 정당방 나 긴 피난에 

있어서도 필요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으로서 실정법에 뿌리내리고 있는 원리이다. 

따라서 보호된 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침해된 이익의 정도가 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큰 경우에는 행 는 법한 것이 된다(비례성). 이와 같이 이익침해의 정

도를 비교하기 하여, 구체  이익의 형량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85) 

80)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2002, 225면.
81) 판례는 근로자의 노동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 하나로서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3. 11. 13, 2003도687; 대판 2000. 5. 
12, 98도3299).

82) 임종률, 전게논문, 329면.
83) 임종률, 상게논문, 329면.
84) Vgl. Larenz, “Methodische Aspekte der Güterabwägung”, FS-Klingmüller, 1974, S.240ff.
85) 최우찬, 전게논문, 209면은 이를 비례적 전가치 형량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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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피난의 경우 수단의 합성 내지 상당성(Angemessenheit)은 이익형량과는 독

립된 별도의 검토요건이다.86)

2) 실정법  기 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사회통념

그런데 법규범은 정치  결을 종식시키기 하여 만들어진 것이며87) 따라서 

그 용이나 해석이 새로운 정치  결정의 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평가의 기 은 되도록 법률로부터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되는 모든 

이익충돌에 하여 실정법이 일정한 가치결정을 내리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

라서 실정법  기 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실정법을 넘어선 기 이 필요하

다.88)89) 우리나라 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라고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

된다. 물론 이 사회통념은 법성 단과 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은 형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사회통념은 규범에 비하여 

그 성질은 약하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경험 으로 지도하고 구속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체계 인 규범은 아니지만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개인을 사회생활에 연결시키는 것이고,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통념은 사회생

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사회통념은 형법의 해

석에 있어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회통념은 반드시 명확한 것

도 아니고, 반드시 안정 인 것도 아니다. 항상 그 확실성이 보증되는 것도 아니

다.90) 그 기 때문에 사회통념이 형법해석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정

하게 원용될 때에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을 가져오지만, 그 용이 잘못될 때에는 

심히 부당한 것이 된다. 특히 시 의 경향이 기본  인권을 존 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사회통념의 용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86)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S.39. 그리고 이형국, 전게논문, 412면.
87) Coing, Grundzüge der Rechtsphilosophie, 3.Aufl., 1976, S.293.
88) Lenckner,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1965, S.164ff.
89) 사회적으로 타당한 ‘원리와 스탠다드’(Esser, Grundsatz und Norm in der richterlichen 

Fortbildung des Privatrechts, 2.Aufl., 1964, S.52f., 97) ‘지배적인 법도덕’(Zippelius, 
Wertungsprobleme im System der Grundrechte, 1962, S.133f.) 등이 초실정법적 기준으

로 제시되고 있다. 
90) 천진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2001, 160면 이하에 의하면 사회통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상

의 개념일 뿐이라고 한다. 역시 부정적인 견해로는 최병각, “정당행위와 사회상규”, 형
사 연구 [10], 2002, 129면,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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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법  효과와 련한 이익형량

1. 기능주의 형법학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이라는 주제에 한 거시  근방법은 오늘날 발

생하고 있는 이익충돌의 양상들을 검토해 보고, 그 반 으로서 범죄론체계의 동

요  변용의 동향들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속한 사회변동과 그에 따

른 가치 의 다원화는 법과 합법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른바 형 범죄

를 많이 발생시켰다.91) 형법에서 기능주의 입장은 종래의 통 인 형벌 념과 

범죄론체계로는 오늘날의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충분히 처할 수 없다는 기

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형법을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악하고, 그에 따른 기능이

나 역할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능주의는 반사회  상을 억압함에 

있어서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당하고 효력이 있는가 하는 에서 역으로 그 

상을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려고 한다. 이는 처벌에 의하여 어

떠한 이익이 보호⋅실 되고, 어떠한 이익이 실 을 방해받아 보호되지 않는가 

하는 ‘법  효과와 련한 이익형량론’의 제1유형이라고 생각된다.92) Liszt의 목

형⋅보호형 사상 이래, 형벌론과 형사정책론의 역에서는 기능  고찰이 행해

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범인을 어떻게 처우해야 할 것인가에 한정되고, 무엇이 

범죄냐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 다. 범죄론의 역에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기 하여 개념과 논리에 의해 명확한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향하 다. 이러한 명

확한 체계에 의하여 법 의 자의가 억제되고 범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기능주의는 바로 기능  고찰을 범죄론의 역에서 행하려는 이론  시도이다. 

여기에는 책임주의의 철이라는 정의와 기업 등의 반사회  활동의 억지라는 

합목 성과의 립이 있다. 여기에 있어서 정의가 등장할 때 이익형량은 끝난다

고 하여 이익형량의 한계를 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원칙도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시 상황에 따라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처벌이 

불처벌에 비하여 총체 으로 더 큰 사회 인 이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재에 

있어서 정의의 념에 합치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에서 이른바 

기능주의자들은 법  효과와 련하여 이익형량을 더 철 하게 행한다고 평가할 

91) 예컨대 교통, 공해, 기업. 인터넷과 관련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92) 류전철, 전게논문, 2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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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기능주의는 종래의 고정 인 범죄론체계를 타 하기 하여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문제  사고에 친근성을 갖는다.93) 그리하여 이익법학은 체계를 

시하지 않는다는 비 이 있다.94) ‘같은 것을 같게 취 하라’는 정의의 요구는 

개별  사례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법질서 내에서 정서하고 일반화⋅체계화할 것

을 요구한다. 체계  사고는 해석의 기 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규범질서의 모순

을 제거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95) 그리하여 체계  사고와 문제  사고의 극

한 립은 지양되어야 한다.96) 개방 인 문제해결  체계 내지 가치론 ⋅목 론

 체계는 이익형량  방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체계는 법의 인식을 

확 하고 법의 용에 있어서 평가의 통일성과 일 성이 확보되도록 돕기 때문

에 유용한 것이다.97) 형법에서의 범죄론체계도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2. 기능주의형법학의 법해석론

기능주의는 법을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보고, 따라서 법의 해석도 사회통제의 

과정에 치시킨다. 제1통제는 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에 

한 통제이다. 거꾸로 제2통제는 아래에서 로 향하는 시민의 이익을 한 역

통제이다. 이는 법규범의 추상성과 일반성, 즉 운용상의 재량여지에 기 하여 그 

해석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이다. 즉 법해석은 ‘통제의 통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며, 그 주체는 법 이 된다. 법해석이란 일의 으로 사 에 정해져 있는 법의 

의미를 발견하는 정 인 작용이 아니라, 법 의 선택 내지 결단을 포함하는 동

인 활동이라는 은 오늘날 체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형식  

보장원리의 상 인 지 하락을 가져온다. 근 이후 형법은 형법의 해석이라는 

법 의 선택활동을 일정한 범  내에서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법원칙을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형법의 해석이 형법 독자 인 

고차의 합목 성에 부합하는 해석임을 보장해주는 정책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해석을 넓게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이 가져올 사회  효과와 폐

해 그리고 다른 사회통제수단의 유효성 등을 기능 으로 형량하여, 형법의 독자

93) Viehweg, Topik und Jurisprudenz, 4.Aufl., 1969, S.31.
94)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S.38.
95) Canaris, Systemdenken und Systembegriff in der Jurisprudenz, 2.Aufl., 1983, S.100.
96) 김일수, 한국형법 I, 70면. 또한 Renzikowski, Notstand und Notwehr, S.36.
97) 김일수, 한국형법 I,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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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차의 합목 성에 따른 실질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해석의 

정당성이 단된다. 바로 여기에서 기능주의형법학이 지향하는 실질  합리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기능주의형법학은 법해석의 

가치기 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용어  의미에 한정하여 엄격

한 해석을 하는 것은 기능  고찰방법 이 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3. 기능주의  법익개념

기능  고찰방법 내지 문제  고찰방법을 법익개념 속에 채용하여 최 의의 기

능주의  법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된다. 형벌법규가 보호하는 법익개념이 

단지 어떤 해석이 가져오는 사회  이익과 폐해를 조정하는 개념으로 락해버릴 

험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해석론이든 입법론이든 우선 그 형벌법규가 보호하

는 법익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사회 실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실생활에서 어떠한 변용을 겪게 되는지를 검토하여, 당

해 법익개념의 내용과 범 를 확정하여야 한다.98) 그러한 의미에서 법익개념  

‘법  요보호성’ 차원에서 기능 으로 근하는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99)

4. 기능  불법론과 책임론

기능  형법체계는 형법의 목 에 따른 법 인 평가를 지향하는 실질  불법

론을 구축한다. 표 인 가 객  귀속이론이다. 객  귀속이론은 종래 결

과범의 객  구성요건이 자연과학의 인과  도그마에 의해 단순히 행 －결과

－인과 계로 이루어지던 것을, 법 으로 허용되지 않는 험의 실 으로 악한

다. 이러한 불법의 이해는 기능  에서 행 통제라는 목 을 가지는 평가와 

결부되어 있다. 불법 단은 시민들에게 형법의 규칙에 따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100) 책임의 개념에도 형사제재의 

방  필요성이라는 기능  념이 부가된다. 책임과 방은 상호 제한 이며 

양자가 합쳐졌을 때(이른바 답책성) 비로소 형벌을 부과하게 된다.101) 

이에 하여 형법의 사회안정화 효과지향은, 특히 형법이 사회가 아니라 개별 

 

98) 김일수, 한국형법 I, 315면 참조.
 

99) Roxin, AT I, §2 Rn.7ff.
100) Roxin, AT I, §7 Rn.28.
101) Roxin, AT I, §7 R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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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을 맞출 때 가능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기능주의는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해롭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이러한 기능  형법이론은 책임

주의, 정의 념, 개인책임에 반한다는 지 도 있다.102)

Ⅳ. 형법해석학에서의 이익형량론 － 특히 법성조각사유와 

련하여

A. 형법의 기능과 이익형량

형법해석학에 있어서 이익형량론 내지 이익형량  사고방법이 주로 논의되는 

것은 실질  법성의 개념확정 그리고 그 이면으로서 법성조각의 일반  원

리와 련성을 갖는다. 그에 한 우리나라의 학설은 한편에서는 법익의 침해와 

태화를 시하는 결과반가치론  근을 하는 법익침해설⋅이익형량설이 주장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행 반가치론  근을 하는 규범 반설⋅사회상당성설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입장도 실질  법성론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익개

념⋅이익개념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이익형량  근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즉 

어느 입장도 실질  법성의 확정에 있어서 법익의 침해와 태화를 고려하고 

법익의 비교형량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형법도 시민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기 한 장치이다. 그

러므로 형법은 일정한 생활이익에 하여 침해 내지 태화가 발생되었을 때 비

로소 개입하는 것이다.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기 해서는 단순히 윤리 으로 비

난받아야 할 행 를 하 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것은 타인의 생

활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과 윤리의 구별을 보장하기 

한 것이 불법과 책임의 구별이며, 여기에 객  법성론의 본래의 취지가 있

다. 구성요건은 어느 특정 법익의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침해가 법하지 않

기 해서는,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한 법익이 그 행 에 의하여 구제되는 경우

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형법의 기능 내지 임무가 법익보호에 있기 때문에, 법성

조각도 법익의 형량이 기본이 된다. 실질  법성의 단기 으로서 이익형량은 

객  법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 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02) Schneider, Kann die Einübung in Normanerkennung die Strafrechtsdogmatik leiten?, 
2004, S.1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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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익형량론의 타당성과 형법에서의 한계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법성조각을 인정하기 해서는 구체  상황 하에 

있는 법익의 요보호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법익침해가 허용되는가에 하

여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들 모두가 구체 ⋅포 으로 형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법익의 가치를 형량의 기본으로 하여, 법익에 한 험의 정도,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양과 범 , 법익침해의 필요성의 정도, 행 의 

방법과 태양, 법익침해의 일반  험성의 정도 등 법익의 요보호성에 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 인 이익형량이 행해진다. 이와 같이 침해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보호한다는 에 법성조각의 일반  원리가 있다. 법익을 형량하는 

경우 미시 인 당해법익 뿐만이 아니라, 컨  언론의 자유나 노동자의 사회  

지 와 같이 거시 인 법익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이러한 들도 하나의 법익 

내지 가치로서 형량된다. 결국 이익형량론은 어떠한 가치를 형량하고 어떠한 가

치 에 입각하여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단의 경로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시

도라는 에서 그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익형량론은 왜 충돌하는 이익들이 서로 형량되어야 하는가 하는 

을 근거지우지 못하고 있다.103) 아니면 이익형량의 원리를 유일한 원리로 받

아들이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익형량의 원리 그 자체만을 제외하

고는 모든 이 형량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이 요구되고, 피고인에게 불

리한 유추는 지된다는 제약이 있다. 그 기 때문에 형벌법규 혹은 이론체계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완 히 벗어나, 어떠한 이익을 우선시킬 것인가 하는 기 을 

순수한 이익형량 내지 가치 단에서 구하는 의의 이익형량은 허용될 수 없다. 

오히려 형벌법규 내지 이론체계에 의한 제약을 수용하면서, 문제  사고를 기

로 어떠한 이익을 우선시킬 것인가 하는 기 을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형법이 가

지는 사회  기능에서 구하는 의의 이익형량론이 형법에서는 일반 이라고 생

각된다.

주제어: 이익형량, 법익,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긴 피난

103) Vgl. Meißner, Die Interessenabwägungsformel in der Vorschrift über den rechtfertigenden 

Notstand (§34 StGB), 1990, S.12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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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Interessenabwägung im Strafrecht

104)Yong-Sik Lee
*

Vorliegend wird versucht, über den Rechtsgedanken der Interessenabwägung 

den materialen Gehalt zu erfassen. Warum die Verfolgung des überwiegenden 

Interesses Recht und Unrecht zu entscheiden vermag, ist noch kaum in Korea zu 

begründen. Anders wäre es jedoch, wenn man als einziges absolutes Rechtsprinzip 

das Interessenabwägungsprinzip selbst anerkannt. Diese Annahme ist dann eine 

grundsätzliche Wertentscheidung, die sich nicht weiter begründen läßt. 

Ein Verhalten ist nicht Unrecht, wenn es in einer Interessenkollision das 

höherwertige Interesse verfolgt. Im Tatbestandsbereich wägt man die Interessen 

abstrakt ab. Die Sozialadäquanz bzw. das erlaubte Risiko ist als Ergebnisse dieser 

Abwägung in Erscheinung getreten.

Zur Feststellung sind auf der Rechtswidrigkeitsebene alle im Einzelfall 

miteinander kollidierenden Interessen gegeneinander abzuwägen. Die umfassende 

Abwägung aller konkret kollidierenden Interessen enthält keinen Maßstab. Als 

Maßstab werden die allgemeinen Sozialanstandsgeühl angefürt. 

Zur umfassenden Interessenabwägung werden nicht alle Gesichtspunkte abgewogen, 

sondern bestimmte Prinzipien absolut gesetzt. Allgemein ist anerkannt, dass das 

Rechtsgut Leben nicht quantitativ abgewogen werden darf. Deshalb kann nach 

herrschender Ansicht auch im Defensivnotstand die Tötung des Gefahrverursacher 

nicht auf ein überwiegendes Interesse gestützt werden. Fraglich ist also, ob 

Zurückstellung der Lebensinteressen des Familientyrannen im Schlaf aufgrund der 

von ihm ausgehender Gefahr gerechtfertigt ist.

In der Strafrechtsdogmatik ist die Interessenabwägung von begrenzter Bedeutung, 

weil im Strafrecht Gesetzlichkeitsprizip und Straftatsystem als Wertungsgefüge die 

Grenze des Interessenabwägungsrahmens setzen.

Schlüsselwörter: Interessenabwägung, Rechtsgut, Gesetzlichkeitsprinzip, Analogie, 

Notstand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