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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형법은 제22조에서 위난상황에서 일정한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된 이후 대법원에서 긴
급피난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은 거의 없다. 하지만 긴급피난은 긴급한 상
황에서 범죄로 나아간 자에게 입법자가 부여한 권리이다. 따라서 법원은 긴급
피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긴급피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형법 제22조의 성질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
루었으며, ‘상당한 이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긴급피난의 다른
표지들과는 달리 ‘상당한 이유’는 어떠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를 판
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제2장에서는 입법사적 고찰을 통하여 독일과 일본을 거쳐 우리 형법에 긴급
피난 규정이 도입되게 된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독일의 1871
년 형법 제54조, 1909년 초안 제67조, 1911년 대안 제26조, 1919년 초안 제22
조, 1925년 초안 제25조, 1927년 초안 제25조, 1930년 초안 제25조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본의 1907년 형법부터 1927년 형법개정예비초안 제19
조, 1931년 개정형법가안 제19조에 나타난 긴급피난 규정의 의미를 고찰하였
다. 1931년 일본개정형법가안에서 상당성의 표지는 당시 스위스 형법초안의
정당방위의 상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을 계수한 우리 입법자
는 상당한 이유라는 표지를 두어 그 적용에 있어서 유연함을 두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긴급피난의 본질과 상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긴급상황 하에서 피난행위자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타
인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피난은 허용된다. 긴급피난의 정당
성 근거로는 공동체의 연대라는 관점과 국가적 가치 재분배의 기능을 달성한
다고 보는 연대성의 원칙이 타당하다고 본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있
어서 그 요건으로 ‘상당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위난에 책
임없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22조 제
1항은 위법성 조각사유 뿐만 아니라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제4장은 상당한 이유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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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행위로서 자기수호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
와는 달리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보충성과 보호이익의 우월성이 구비되어야 한
다. 넓은 의미에서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르면 수단의 적합성은 이익균형을 판
단하는 기준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난을 초래한 자에 대한 긴급피난인 방
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요건 중 이익균형의 원칙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제5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특
별히 문제되는 자초위난과 과잉긴급피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과 달리 자초위난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난에 책임있는 사
유가 있기 때문에 자초위난자는 일정한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성립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는 긴급피난
의 적용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이러한 작용은 이익형량에서 구체적으
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자
들 속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일반인보다 높은 위난감수의무
가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위난을 자초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 자신의 책임있
는 사유로 위난을 자초한 자는 자신이 그 위험을 인수한다고 볼 수 있다.
제6장에서는 민법상의 긴급피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민법은 긴급피난 규정에 있어서 형법의 ‘상당한 이유’와는 달리 ‘부득
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형법과 민법에서 긴급피난은 서로 다른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긴급피난의 도입경위 및 이에 대한 해석론을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
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어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든지 간에 모든 법영
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법과 민법의 긴급피난의 해석
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요어: 긴급피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자초위난, 과잉긴급피난,
상당한 이유, 연대의무, 보충성의 원칙, 이익균형의 원칙
학

번: 2005-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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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 형법은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과 더불어 긴급피난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
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는 달리 그 규범적 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가
지고 있다.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자기 보호본능과 법질서
유지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 위법성조각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긴급피난
은 사회연대성의 논리, 공리주의적 시각, 자기보호의 본능, 법질서 수호 등 여
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 근거가 제시된다.
이렇듯 긴급피난이 정당방위와 달리 그 정당성 근거에 있어서부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당방위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라는
표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반하여, 긴급피난은 자신이 위난에 처하게 된 원인에
관계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정당방위는 법질서에 대한 침해와 사회적 질서의 파괴에 대한 개인의
대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의 근거제시가 용이하다. 하지만
위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부담해야 하므로 그 피해를 위난
과 관계없는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은 그 만큼 어렵다는
점이 긴급피난의 정당성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대립하는 이익에 있어서
도 다양한 새로운 형태들이 발생되고 있다. 긴급피난을 법질서 전체의 시각에
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기대가능성의 측면에서 책임을 조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형법의 조문의 해석과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
양한 사례들을 포섭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형법은 제20조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다. 사회상규는 사회전체의 법질서에 흐르고 있는 법윤리로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을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기저를 이루는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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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정당행위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위법성조각사유보다도 판례에서 원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상규가 무정형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중에는 개별
적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찾을 수 있다. 법원이
사안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긴급피난을 인용하지 않
고 정당행위를 인용하는 데는 그 만큼 사회상규에 대한 기준이 넓다는 점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에 더하여 긴급피난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부족했다는 점도 그 원
인이라고 보인다. 긴급피난은 위난의 현재성과 피난의사와 더불어 “상당한 이
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상당한 이유는 긴급피난행위를 평가하는 기준
으로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위난의 현재성, 피난의사와는 달리
상당한 이유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적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개념이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의 내용을 명확히 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긴급피난에 대한 연구는 그 본질에 대한 연구(구체적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인지 책임조사유인지 여부), 예방적 정당방위의 면책적 긴급피난 해당
여부,1)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긴급피난 규정의 이원적 규정여부 등에 관한 연
구2) 등이 있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정당방위의 요
건으로서 상당성에 관한 연구,3)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4) 등이 있
었다. 또한 민법상 긴급피난과 관련하여서는 송명섭의 연구5)가 주목된다. 송
명섭은 이 책에서 제1편에서 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해 제2편에서 민법상 긴급
피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에 관한 논문 중에서 특별히 상당
한 이유에 대해 역사적,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고찰한 것은 많지 않다.6)
1) 이형국(2007), “긴급피난의 본질과 면책적 긴급피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71호,
2007년 가을, 201-221면.
2) 전지연/이호중/이진국(2009), “위법성 분야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55-78면.
3) 김태명(2000),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상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 박광민(1990),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 송명섭(2003), 『긴급피난』, 고시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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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태도와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서 긴급
피난의 요건 중 특히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당한
이유는 긴급피난에 있어서 위난의 현재성 등과 더불어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
이 있어왔다.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개
방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 및 학설은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의 해
석에 있어서 보충성, 법익균형성, 수단의 적합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
은 상당한 이유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면서 아울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시도를 통해 이 논문은 우리 법원이 일정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을 판
단함에 있어서 더욱더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긴급피난의
성립범위를 넓히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의 방법
긴급피난은 그 본질에 있어서 긴급상황에 처한 사람은 다른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책임조각적 성질을,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위법성조각적인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은 독일과 일본의 입법과정에 녹아들어있으며, 위난의 현재성, 피난의사의
존재와 함께 긴급피난의 중요한 표지로서 상당한 이유를 형성하는데 그 밑거
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있어서 독일과 일본의 형법을 계수했다고 한다. 입법사
적 고찰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형법 제정당시에 참고하였다고 하는 독일의
1927년과 1930년 초안이 성립되기까지 어떠한 초안들이 제시되었고, 이유서에
서는 어떠한 설명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1909년 예비초안
과 그 이유서,7) 1911년 대안과 그 이유서,8) 1919년 초안,9) 1925년 초안과 그
6) 이형국(1979), “긴급피난이론으로서의 이익(법익)형량설과 목적설”, 『법철학과 형법』, 석우 황산덕박
사 화갑기념논문집, 1979, 395면 이하.
7) Vorentwurf zu einem deutschen Strafgesetzbuch, Berlin 1909.
8) Gegenentwurf zum Vorentwurf zu einem deutschen Strafgesetzbuch (aufgestellt von den
Professoren Kahl, v. Lilienthal, v. Liszt und Goldschmidt).
9) Entwurf von 1919, Entwürfe zu einem Deutschen Strafgesetzbuch, Zweiter Teil,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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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10) 1927년 초안11) 및 1930년 초안12)을 살펴보았다. 독일초안의 검토과
정에서 1927년 초안 및 1930년 초안의 작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1927년의
낙태죄의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 인정판결을13) 별도로 검토하였으며, 1925
년 초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1922년의 오스트리아 형법대안14)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본의 1931년의 개정형법가안 규정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1931년
개정형법가안은 우리 형법 제22조의 규정의 해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다. 우선 그 규정의 형식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를 표지로 삼고 있다는 점,
과잉긴급피난 규정을 둔 점, 우리 형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책임조각적 표지
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현행 형법 규정과 유사하다. 1931년의 개정형법
가안을 살펴봄에 앞서 1880년,15) 1907년 일본형법과 1926년 형법개정강령,16)
1927년 형법개정예비초안에서의 긴급피난 관련 규정을 고찰하였다. 일본개정
형법가안에서 ‘상당성’의 도입경위와 관련하여 1918년 스위스 형법초안에서의
규정을 별도로 고찰하면서, 아울러 1918년 초안의 기초가 된 1893년의 스위스
초안도 같이 다루었다.17)
우리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개화기 전 후를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개화기 전은 당률과 대명률을 개화기는 형법초안과 형법대전, 장도
(1908)의 『형법총론』을 중심으로 긴급피난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개화기 이
후에는 입법사적인 관점에서 당시 입법자 중 한 명인 엄상섭의 논문18)을 개별
적으로 고찰하였고, 그 후의 개정과정에 대해서는 1992년과 2011년의 법무부
형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0) Amtlicher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nebst Begründung :
veröffentlicht auf Anordnung des Reichsjustizministeriums, 1925.
11)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 nebst Begründung und zwei Anlagen
1927.
12)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1930.
13) RGSt 61, 242.
14) Österreichischer Gegenentwurf zu dem Allgemeinen Teil des Ersten Buchs des Deutschen
Strafgesetzentwurfes vom Jahre 1919.
15) 磯部四郞 著(1907), 『改正刑法正解』, 六合館; 田中政身 編著(1907), 『改正刑法釋義』, 西東書房.
16) 小野淸一郞, 『刑事法規集』, 第一卷, 1944, 191頁 以下
17) 1893년 스위스 초안의 내용은 Neubecker, Friedrich Karl, Zwang und Notstand in
rechtsvergleichender Darstellung, Bd. I, Grundlagen : der Zwang im öffentlichen Recht, Leipzig
: Deichert, 1910을 주로 참고하였다.
18) 엄상섭(1949),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법조협회잡지』, 제1권 제5호, 통권 제5호, 1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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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적 관점에 따라서 긴급피난 규정을 평가한 다음 현행 긴급피난 규정
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긴급피난의 본질과 정당
화 근거에 대한 논의는 우리 긴급피난 규정의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긴급피난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정당성의 근
거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 긴급피난의 정당성 근거에 대해서는 연대
성의 원칙, 공리주의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문헌과19)
우리나라의 논문20)을 참고하였다.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의 의미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현재의 다
수설은 독일형법 제34조의 해석과 같이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한가를 검토하였다. 또 위난을 초
래한 자에 대한 긴급피난인 방어적 긴급피난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의 내용
중 이익균형의 원칙 등의 해석에 있어서 완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21)
제5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특
별히 문제되는 자초위난과 과잉긴급피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초위난의 경
우에는 피난행위자 자신이 피난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
인지, 혹은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
여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과 달리 자초위난에 대해 직접 규정하는 규정이 없
다. 따라서 학설은 견해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대체로 위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위난의 유발에 의도나 고의가 있는 경우와 위난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를 나누고 있으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위난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견해, 긴급피난의 상당성을 부정하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설명하고 있다. 하
19) Pawlik, Michael,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Walter de Gruyter, 2002; Meißner, Andreas,
Die Interessenabwägungsformel in der Vorschrift über den rechtfertigender Notstand(§34
StGB), Duncker & Humblot, Berlin, 1990.
20) 김학태, “긴급권에 관한 법철학적 근거”,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2005; 박광민(1994), “긴급피난의
정당화 원리,” 『형사법연구』 제7호, 한국형사법학회, 1994 등.
21) 이 장에서는 이용식(2007), “특집 : 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서울대
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한정환(1998), “긴급한 피난행위에서의 상
당한 이유,” 『현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동암 이형국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기념논문집 간행위원
회, 1998; Renzikowski, Joachim, Notstand und Notwehr, Duncker & Humblot, 1994와 독일의 교
과서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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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학설만 가지고는 각각의 학설에서 설명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으므로 각각의 학설들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형법과 민법에서 긴급피난 규정이 갖는 의미와 차
이점을 찾고자 하였다. 형법의 긴급피난은 그 요건으로 위난의 현재성, 상당한
이유 등이 요청되는데 반하여, 민법은 위난의 현재성, 부득이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민법상 긴급피난은 그 효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반면에 형법상 긴급피난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효과가 있다. 또
민법과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은 학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았고, 법원이 민법상 긴급피난
과 관련하여 취하는 입장도 판례의 흐름에 따라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2. 용어의 정의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요한 용어로는 보충성의 원
칙, 이익균형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보충성의 원칙은
우리 형법의 입법과정에서 상당성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성과 같은
의미를 갖는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상당한 이유는 상당성과 혼용하여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혼용은 우리 입법자가 선택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혼란
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별히 보충성의 원칙의 의미와 사회적 상
당성과 상당한 이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가. 보충성의 원칙
긴급한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
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Prinzip der Subsidiarität) 또는 필요성(Erforderlichkeit)의
원칙이라고 한다.22) 이 원칙은 또한 부득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
22) 보충성의 원칙이란 1900년대 초반에 독일형법학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현재 독일학계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고 한다<이형국(1984), 『형법총론연구 I』, 법문사, 317면 각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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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볼 수 있다.23)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용어는 슈미트(Eberhard Schmidt)와 마이어(Max Ernst
Mayer)

등에

의해

사용되었다.24)

슈미트는

보충성의

원칙(Prinzip

der

Subsidiarität)을 “피난행위는 위난을 다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마이어는 “다른 해결수단이 없거나 또는 다른 해결수단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았다.25)
보충성의 원칙이 아닌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예로는
마우라흐(Maurach/Zipf)와,26) 렝크너(Lenckner)를 들 수 있다.27) 특히 렝크너는
필요성(Erforderlichkeit)을 수단의 적합성(die Geeignetheit des Mittels)ㆍ상대적
최소수단의 원칙(der Grundsatz des relativ mildesten Mittels) 및 위난의 현재성
(die Gegenwärtigkeit der Gefahr)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판
단하였다.28) 렝크너는 수단의 적합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위난에 처한 이익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만 다른 법익의 침해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상대적 최소피난의 원칙에 있어서는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가장
경미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29)
이 글에서는 필요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의 내용과
우리의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이유 요건이 도입된 과정에서 필요성을 상당성으
로 바꾸고자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용어 대신에 보충성
의 원칙을 사용하기로 한다.

23) Reinhart Maurach/Heinz Zipf,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I, 8. Aufl, 1992(이하 Maurach/Zip
f, AT I), S. 398; Schönke, Adolf/Schröder, Horst/Lenckner, Theodor/Perron, Walter, Strafgese
tzbuch, Kommentar, 27. Aufl., C.H.Beck, 2006(이하 Schönke/Schröder/Lenckner/Perron), S. 45
5.
24) Max Ernst Mayer, Der allgemeine Teil des deutschen Strafrechts, in: G.Aschaffenburg/N.Her
m.Kreigsmann, Bibliothek der Kriminalistik, Carl Winters Universitätsbuchhandlung, Heidelberg,
1923, S. 310 Fn. 18.
25) Liszt, Franz von/Schmidt, Eberhard,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1.Band, 26.Aufl.,
1932(이하 Liszt/Schmidt, Lehrbuch), S. 204.
26) Maurach/Zipf,, AT I, S. 398.
27) Lenckner, Theodor,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 Zur Problematik der Notstandsregelung
im Entwurf eines Strafgesetzbuches (E 1962), J.C.B. Mohr, 1965, S. 80.
28) Lenckner,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S. 78-82.
29) Lenckner,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S. 7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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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상당성과 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와 구분하여야 할 개념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라는 표제 하에 그 내용으로 상
당성 요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견해,30)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을 그 내용
설명과 표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견해31)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당
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를 피난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
연시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견해,32) 상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피난
행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난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
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33) 등으로 대체로 그 설명이 나뉘고 있
다.
하지만 ‘상당성’이라는 개념은 그 사용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사회적 상당
성(soziale Adäquanz)’이라는 개념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 사회적 상당성이란 한
스 벨첼(Hans Welzel)이 1938년에 자신의 논문 “형법체계에 관한 연구(Studien
zum System des Strafrechts)”34)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그 내용은 역사
적으로 형성된 사회윤리적 공동생활의 질서 내에 속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
당하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구성요건의 내에 포섭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단 벨첼 자신도 사회적 상당성을
범죄체계 중 어느 부분에 위치시킬 지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을 보여왔다. 즉
처음에는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 보다가도, 관습법적 정당화 사유로 파악
하기도 하고, 다시 구성요건 제한의 일반적 원리로 파악하기도 하였다.35)
이러한 사회적 상당성 이론이 학계에 소개된 것은 김봉태(1978)의 논문에서

30) 김성돈(2009), 『형법총론』, 제2판, SKKUP, 282면; 박광민(1994), “긴급피난의 정당화원리”, 『형
사법연구』 제7권, 한국형사법학회, 1994, 65-66면; 오영근(2012), 『형법총론』, 제2판(보정판), 박
영사, 353면; 이정원(2012), 『형법총론』, 신론사, 170면.
31)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311면 이하; 신동운(2011), 『형법총
론』, 제6판, 법문사, 305면.
32) 이형국(2007), 『형법총론』, 제4판, 법문사, 157면; 진계호/이존걸(2007), 『형법총론』, 제8판, 대
왕사, 371면.
33) 정영일(2007), 『형법총론』, 개정판, 박영사, 211면.
34) Welzel, Hans, Studien zum System des Strafrechts, ZStW bd. 58, 1938, S. 491ff.
35) 김봉태(1978), “사회적 상당성”,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37면; 천진호(1997), “사
회적 상당성 이론에 대한 재고,” 『법학논고』 13,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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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6) 그 이전의 형법 제정당시 교과서나 1960년대 교과서에서도 사회적 상
당성 이론을 소개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봉태는 자신의 논문에서 벨
첼의 사회적 상당성이론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즉 김봉태는 위 논문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범죄체계론의 측면에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 중
어느 곳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찰하면서,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가 위법성 중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0조의 해석
기준으로써 작용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 후 이 이론은 안동준(1980)37),
양화식(1989)38), 손해목(1992)39), 천진호(1997) 등에 의해 차례로 소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정원(2007)40)에 의해 형법 제20조와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었다.
생각건대 사회적 상당성은 구성요건의 문제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구성요건은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태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회적 상당성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한하는 원
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41) 위법성 영역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형법이 제20조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일반규정으로 두고 있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42) 즉 사회상규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별도의 개념은 우리 형법에서는 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지 그 가벌성만을 제외
시키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부로서의 상당한 이유와 사회적 상당성
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당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긴급피난의 요건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법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상당한 이유’를 사용하고자 한다.

36) 김봉태(1978), “사회적 상당성”, 1978, 237면
37) 안동준(1980), “사회적 상당성,” 『사회과학논총』, 전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0.
38) 양화식(1989), “사회적 상당성론,” 『사회과학논집』, 제1집, 1989.
39) 손해목(1992), “사회적 상당성 이론,” 『고시계』 제37권 제4호, 고시계사, 104-111면.
40) 이정원(2007), “형법 제20조의 법적 의미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법학논문집』13.1,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41) 김일수(1992), 『한국형법 I 총론(상)』, 박영사, 534면.
42) 이정원(2007), “형법 제20조의 법적 의미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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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긴급피난 규정에 대한 입법사적 고찰
제1절 서론
긴급피난은 그리스 철학자 카르네아데스(B.C 214-129)에 의해 제시된 바 있
고,43) 고대 라틴어 격언에 따르면 ‘긴급은 법을 갖지 않는다(Necessitas non
habet legem)’고 한다.44) 또한 고대 로마시대의 법률가들의 저술에서 발췌한 학
설집인 학설휘찬(Digesta)에 따르면 이미 로마시대에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집으로 뛰어들어 손해를 입히거나,45) 폭풍이 몰아칠 때
자신의 선박을 구하기 위하여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의 닻줄을 절단하거나,46)
난파의 위험에서 화물을 구하기 위하여 선적된 타인의 화물을 해상에 투척하
는 행위47)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48) 로마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중세
교회법을 거쳐 독일 형사법에 규정되었으며,49)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
되게 되었다.
1945년 해방된 이후 우리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일본어로 되어 있는 법률로
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속에서 우
리말로 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는 외국의 법령을 참조하면서도 우
리의 실정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9월 18일
43) 카르네아데스가 제시한 사례는 Pufendorf의 De Jure Naturae et Gentium von 1672에서 논의된 이
래 유럽의 법률문헌에서 긴급피난을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사례로 되었다고 한다(Hruschka, Joachim,
Rechtfertigungs- und Entschuldigungsgründe: Das Brett des Karneades bet Gentz und bei
Kant, GA 1991, S. 2).
44) Gentili, Alberico/Kingsbury, Benedict/Straumann, Benjamin/Lupher, David, The Wars of the
Romans: A Critical Edition and Translation of De Armis Romanis, Oxford Unversity Press,
2011, p. 151.
45) D. 47, 9, 3, 7.(라틴어 원문 및 영역본은 Mommsen, Theodor/Krueger, Paul/Watson, Alan, The
digest of Justinian vol.IV, Un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5, p. 769 참조)
46) D. 9, 2, 29, 3.(라틴어 원문 및 영역본은 Mommsen, Theodor/Krueger, Paul/Watson, Alan, The
digest of Justinian vol.I, Un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5, p. 291 참조)
47) D. 19, 5, 14 pr.(라틴어 원문 및 영역본은 Mommsen, Theodor/Krueger, Paul/Watson, Alan, The
digest of Justinian vol.II, Un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5, p. 577 참조)
48) Mommsen, Theodor, Römisches Strafrecht, 2. Neudruck der Ausgabe Leipzig 1899, Scientia
Berlag Aalen, 1990, S. 653.
49) Janka, Karl, Der strafrechtliche Notstand, Andreas Deichert, 1878, S.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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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93호로 공포되어 그 해 10월 3일부터 형법이 제정 운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제정작업은 사실상 1947년경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행형
법의 골격을 이루는 정부초안은 이미 1949년 11월 12일에 최종 확정되어져 있
었다.50)
우리 형법은 초안작성시 당시 세계 각국의 현행법, 형법개정초안, 특히 독일
형법 및 독일 1930년 형법초안을 많이 참고로 하였다고 한다.51) 그 외에 우리
형법 제정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형법전으로는 1935년 중화민국 형법52)과
1937년 만주형법53)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당시 법무부가 번역하여 자료집
으로 발간하였다.54)
우리나라 형법의 제정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명시적으로 드
러나 있지는 않지만 1940년에 출간된(총칙편은 1931년 발표) 일본개정형법가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형
법 제정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엄상섭이 “형법요강해설”을 발표한
후55) 이 글에 대한 비평으로 게재된 장승두(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의 “‘형법
요강’을 논함”에도 드러난다. 그는 ‘우리 형법요강이 대체로 일본의 1926년 형
법개정요강과 1931년의 개정형법가안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았다.56) 이렇듯이
50) 현행형법의 제정경과에 관해서는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5면 이하 참조.
51) 신동운 편(2009), 앞의 책, 35면; 또한 허일태(2003), “제정형법의 기본사상과 기초이론”, 『형사법
연구』, 제20호, 61면 이하 및 엄상섭(1948), “형법요강해설(1)”, 『법정』, 제3권 제9호(통권 제23
호), 1948. 9, 18면(이 글은 신동운, 허일태 편,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45-66면에 재수록 됨)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중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위스, 인도 등의 성문형법
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52) 1935년 중화민국 형법 제24조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의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
하여 부득함에 나온 행위는 이를 벌하지 않는다. 단 피난행위가 과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할 수 있다(법무부조사국 편, 『법무자료』 제5집, 중국형법전, 1948.12., 5면).
53) 1937년 만주형법 형법 제12조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혹은 재산에 대한 급박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나온 행위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해가 그 피하고자 한 해의 정도를 초과치 않
는 경우에 한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피난행위가 전항의 정도를 초과치 않는 때에는 정상에 인하여 그
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법무부조사국 편, 『법무자료』 제5집, 만주형법전, 3-4면).
54) 법무부는 형법제정시 참고한 입법례들을 번역하여 법무자료로 발간한 바 있다(법무부조사국 편, 『법
무자료』, 1~32, 1948-50참조).
55) 엄상섭 위원은 『법정』 1948년 9월호와 1948년 10월호에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법제편찬위원회
의 ‘형법요강’에 대한 해설을 발표한 바 있다.
56) 이 글은 『법정』, 제4권 제1호, 1949.1, 39면 이하 및 제4권 제2호, 1949.2, 24면 이하에 두 차례
에 걸쳐 나누어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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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정형법가안을 어떤식으로 참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입법자
의 글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현행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유
사점은 내용이나 구성 등 여러 부분에 걸쳐 발견할 수 있다.57)
긴급피난의 조문구성에 있어서 ‘상당성’의 표지는 1926년 일본의 형법개정강
령과 1931년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아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상당성’요건은 1918년 스위스의 형법초안의 정당방위 규
정의 영향을 받은 것58)이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시대순으로 볼 때 앞서는 독일의 1920년 초안이
성립되기 전까지 독일의 규정변천을 통해 긴급피난 규정의 성질이 어떻게 변
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일본개정형법가안이 나오기 전의 상
황과 개정안이 나오게 된 과정 및 당시의 논의를 통해 개정형법가안에서 가졌
던 긴급피난 규정의 성질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우리 제정형법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 보았다. 우리 제정형법의
경우 제정당시의 속기록을 1차 자료로 삼았으며, 다만 긴급피난과 관련하여서
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입법이유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를 일
부 알 수 있는 자료로 당시 법전편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엄상섭 위원의 글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개정과정에서 긴급피난 규정의 변화모습을 알
아보았다. 형법 제정전부터 제정 후, 그리고 개정과정에서의 긴급피난에 관한
논의를 통해 긴급피난 규정의 변화모습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긴급피난 규정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7) 우리 제정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1940)과의 조문별 상세비교에 대해서는 신동운(2009), “형법제정
연혁에 비추어 본 전면개정의 필요성”,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법무부 참조; 다만 이에 대해서는
독일형법 및 독일 1930년 초안과 중국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견해<정봉휘(1957), “한국형법의
사적 전개,” 『성균법학』, 제4집, 187면>와 제정당시의 독일형법,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 1925
ㆍ1927ㆍ1930년의 독일 형법초안, 부분적으로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이형국(2007), 『형
법총론』, 제4판, 법문사, 2007, 16면)도 있다.
58) 牧野英一(1935), “緊急避難と期待可能性,” 『刑法硏究』 第9卷, 有斐閣, 54-5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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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입법연혁
1. 독일 (구)형법의 개정연혁
독일형법 및 1927년 독일형법초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독일 형법 개정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최초의 근대 통일형법전인 독일제국형
법전은 1851년의 프로이센형법전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1871년 5월 17일에
제정된 독일형법전은 신설이 아니라 1870년 북독일연방형법의 적용범위를
1870년의 11월 협약에 따라 가입한 남독일까지 확장한 것뿐이었다.59) 1871년
독일형법전은 1876년에 외교대표자의 의무침해죄(제358조) 신설 등 일부분이
개정되었고, 그 후 부분적 개정이 계속되어 1800년대 말까지 무려 12차례에
걸친 규정의 개정, 신설, 삭제 등이 행하여졌다.60)
1871년 독일형법전에 대해서는 제정직후부터 사회학파인 Franz v. Liszt 등이
개정을 주장하였고, 오랜 준비작업을 거쳐 1909년에 새로운 형법전을 위한 최
초의 정부초안이 공표되었다(Vorentwurf zu einem neuen deutschen StGB). 또한
1911년에는 학계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형법초안에 대한 대안(Gegenentwurf)이
만들어져 출간되었다. 이 두 초안을 기초로 하여 합동위원회(eine gemischte
Kommission)에서는 1913년에 위원회초안(Kommissionentwurf)을 만들었는데, 이
초안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개정이 진행되지 못하였다.61)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에 초안을 만들어
1921년에 공간하였는데, 이는 그 내용에 있어서 ‘1913년 초안’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다.62) 그러나 이 초안은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1922년에는 당시의 제국
법무부장관이었던 라드부르흐(Radbruch)가 새로운 초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
하였고,63) 이 초안은 상당한 수정을 거쳐 최초의 정부안(amtlicher Entwurf)으로
59) Jescheck, Hans-Heinrich/Weigend, Thomas,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5.Aufl., Duncker & Humblodt: Berlin, 1996(이하 Jescheck/Weigend, AT), S. 96ff
60) Karl Lackner/Kristian Kühl, StGB, Kommentar, 27. Aufl., 2010(이하 Lackner/Kühl, StGB), S.
XL I, Tabelle der Änderungen des StGB 참조.
61) Maurach/Zipf, AT I, S. 52.
62) Maurach/Zipf, AT I, S. 52.
63) Eser, Albin, Hundert Jahre deutscher Strafgesetzgebung: Rückblick und Tendenzen, in: Arthur
Kaufmann(Hrsg.), Rechtsstaat und Menschenwürde: Festschrift für Werner Mailhofer zum 7.
Geburtstag, Vittotio Klostermann, 1988, 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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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25년에 공간되었다. 이 초안은 그로부터 2년 후 제국의회(Reichstag)에 제
출되었는데, 이 초안을 ‘1927년 초안’이라고 한다.64) 빌헬름 칼(Wilhelm Kahl)
을 위원장으로 하였던 제국의회 형법위원회는 절충안인 1930년 초안을 작성하
였으나 1932년에 제국의회에서 폐기되었다.65) 나치시대인 1933년에는 당시 제
국법무부장관 귀르트너(Gürtner)에 의하여 ‘1933년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초
안은 형법위원회(amtliche Strafrechtskommission)의 논의를 거쳐 ‘1936년 초안
(Entwurf

eines

deutschen

Strafgesetzbuches;

Entwurf

der

amtlichen

strafrechtskommision, 2. Lesung 1935/1936)’으로 만들어졌고, 1938년에는 제국정
부에 제출되었다.66)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연합국 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형법의 전면적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67) 1946년에는 나치와 관련된 일부형법규
정에

대한

(Neumeyer)를

삭제가

이루어졌다.

위원장으로

하고

1954년에는

연방법무부장관

각계각층이

참여한

노이마이어

대형법위원회(Große

Strafrechtskommission)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1954년 4월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959년 6월까지 143회에 걸친 회의를 하였으며, 1956년에는 잠정적
으로 형법총칙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초안은 1958년에 출간되었다.68) 1959
년에는 각칙을 포함하여 제1차 초안이 출간되었고, 이 초안은 1962년에 1960
년 초안에 일부가 수정된 형태로 1962년 10월 4일 연방민의원에 제출되었다.
1962년 초안에 대해 논란이 활발히 진행되는 도중에 1966년 10월 24일에는 14
명의 형법학자들에 의하여 대안 총칙이 마련되었고, 1968년에는 16명의 학자
에 의하여 대안 각칙이 출간되었다.69)
1969년 6월 25일에는 제1차 형법개정법이, 동년 7월 4일에는 제2차 형법개
정법이 성립되었으며, 제2차 형법개정법을 통하여 총칙의 규정은 새로운 면모
를 갖게 되었다. 새로운 형법총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64)
65)
66)
67)
68)
69)

Maurach/Zipf, AT I, S. 52.
Jescheck/Weigend, AT, S. 100.
Blei, Herman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8.Aufl., Beck, 1983, S. 14.
Blei, a.a.O., S. 14.
Maurach/Zipf, AT I, S. 53.
Maurach/Zipf, AT I, S.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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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새로운 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독일에서는 어느 개정안도 법률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물론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
었지만, 정치적 대립과 세계관의 대립이 더욱 컸다.70) 우리형법은 1948년부터
제정논의를 시작하여 1953년에 제정되었으므로, 당시에 참고한 독일형법이란
1871년 독일제국형법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독일 제국형법
상 긴급피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1871년 독일제국형법 제54조
독일에서 로마법이 계수되던 당시에는 수많은 영주에 의해 각 영토가 독립
적으로 통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독일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서서히
통일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전 독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으로서
1871년에 제정된 것이 현재 독일형법의 뿌리가 되는 제국형법이다.71)
1871년 독일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 규정은 행위자가 법익이나 의
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모든 법익을 보호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데
에서 출발한다. 즉 모든 법익을 보호하지 못했다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고 하여 이러한 행위자의 심적인 상태에 대해 비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행위자의 심리에 대한 비난불가능을
무제한 적으로 확장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1871년 독일
제국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은 그 대상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7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871년 독일 제국형법의 입법자는 행위자가 일정한
법익 또는 의무이행이 강제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54조에 책
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70) C.Roxin/G.Arzt/K.Tiedemann 공저, 최석란/이경재/박미숙 공역(1998), 『독일형사법입문(Einführung
in das Strafrecht und Strafprozeßrecht)』, 길안사, 51면.
71) Rüping, Hinrich/Jerouschek, Günter, Grundriß der Strafrechtsgeschichte, C.H.Beck, München
2007, S. 81.
72) Lenckner,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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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독일 제국형법 제52조 (강요긴급피난)73)

① 행위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이나 자기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달리 피할 수 없는 위
험과 결부된 협박에 의하여 행위를 하도록 강요된 경우에는 가벌적인 행위(strafbare
Handlung)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형법적인 의미에서 친척(Angehörige)은 직계 비속과 존속상의 친족(Verwandte)과
인척(Verschwägerte), 양부모와 양자, 부부와 형제자매와 그들의 결혼상대자 및 약혼
자들이다.
제54조 (책임배제사유로서의 긴급피난)74) 행위가 정당방위의 경우 이외에 행위자 또
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귀책사유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긴급피난 상황에서 행해진 때에는 가벌적인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 규정을 입법하는데 있어서 독일의 입법자는, 갈등상황을 모두 배려한다
면 형벌법규의 규범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므로, 자기 또는 친족 등의 생명, 신
체와 같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긴급피난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또한
독일제국형법은 강요된 행위(제52조 제1항)도 규정하였는데 이 역시 면책사유
로 인정되고 있었다.

3. 1909년 예비초안 제67조 및 1911년 대안 제26조
1871년 독일형법제정 이후 작성된 1909년 초안은 긴급피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73) RStGB(1871) § 52(Nötigungsnotstand) Eine strafbare Handlung ist nicht vorhanden, wenn der
Thäter durch unwiderstehliche Gewalt oder durch eine Drohung, welche mit einer
gegenwärtigen, auf andere Weise nicht abwendbaren Gefahr für Leib oder Leben seiner selbst
oder eines Angehörigen verbunden war, zu der Handlung genöthigt worden ist.
Als Angehörige im Sinne dieses Strafgesetzes sind anzusehen Verwandte und Verschwägerte
auf- und absteigender Linie, Adoptiv- und Pflege-Eltern und -Kinder, Ehegatten, Geschwister
und deren Ehegatten, und Verlobte.
74) RStGB(1871) § 54(Notstand als Schuldausschlißungsgrund) Eine strafbare Handlung ist nicht
vorhanden, wenn die Handlung außer dem Falle der Nothwehr in einem unverschuldeten, auf
andere Weise nicht zu beseitigenden Nothstande zur Rettung aus einer gegenwärtigen Gefahr
für Leib oder Leben des Thäters oder eines Angehörigen begangen wor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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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독일형법 예비초안(Vorentwurf) 제67조 (긴급피난)75) 현재의 다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으며, 귀책사유가 없는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구조나 그
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를 한 자는 가벌성이 없다. 단, 그 위험이 단지 경미
하거나 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09년 예비초안에서 긴급피난은 제4장 형벌배제사유와 감경사유에 제66조
의 정당방위에 이어서 제67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일원적 위법성조
각사유로서 규정된 것이라고 한다.76) 한편 1909년 예비초안에 대한 대안(Gege
nentwurf)으로 제시된 1911년 대안은 긴급피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1911년 독일형법 대안(Gegenentwurf) 제26조 (긴급피난)77) 행위자가 적법한 방법으
로는 제거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을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로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임박한 손해가 경미하고, 사람에 대한 위험
이 아니며, 그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손해보다 현저하게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법이유서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일원적인 책임조각사유로서 규정되었다. 이
유서에서는 긴급피난을 책임조각사유로 규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규정
했던 1909년 예비초안에서의 요건보다는 완화시키려고 하였다고 한다.78) 1911

75) Vorentwurf(1909) § 67(Notstand) Nicht strafbar ist, wer eine Handlung zur Rettung der
Person oder des Eigentums seiner selbst oder eines anderen aus einer gegenwärtigen, auf
andere Weise nicht zu beseitigenden, unverschuldeten Gefahr vornimmt, es sei denn, daß die
Gefahr nur gering ist, oder, soweit es sich nur um die Rettung von Eigentum handelt, der von
der Handlung zu erwartende Schaden unverhältnismäßig größer ist als die Gefahr.
76) Vorentwurf zu einem deutschen Strafgesetzbuch, Berlin 1909, Begründung S.249.
77) Gegenentwurf(1911) § 26(Notstand) Straflos ist auch eine Handlung, die der Täter in der
Absicht vornimmt, eine gegenwärtige, auf rechtmäßige Weise nicht zu beseitigende Gefahr von
sich oder einem anderen abzuwenden, es sei denn, daß der drohende Schaden nur gering
und, soweit es sich nicht um Gefahr für die Person handelt, unverhältnismäßig geringer ist als
der von der Handlung zu erwartende Schaden.(Begr. AT.S.39ff)
78) Begründung, Gegenentwurf 1911,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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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안은 1909년 예비초안보다도 긴급피난의 성립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로 책
임조각사유로서 입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1년 대안은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사람에 대한 위난이 아니
고 임박한 손해가 피난행위를 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손해보다도 ‘현저하게
경미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1909년 예비초안의 규정과 비교하면 그 표현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반대로 해
석하면 실질적으로는 재산에 대한 위험이 있는 긴급피난 상황에 있어서 피난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이익과 피난행위로부터 받게 될 손해 중 이익이 현저하
게 작은 경우에 벌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1911년 대안은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법익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또한 현재의 위험의 성질을 ‘적법한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
이라 규정하였다. ‘다른 방법’을 ‘적법한 방법’으로 고치고, ‘자기의 책임에 따
르지 않는’이라는 요건을 삭제한 점은 1909년 예비초안보다 요건을 완화한 것
으로 보인다. 위의 규정은 긴급피난행위가 위법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다. 1911년 대안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민법전에서 인정되
는 것으로 보고 형법상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로 보고 있었다.79) 1911년
대안에는 과잉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4. 1919년 독일형법초안 제22조
1919년 독일형법 초안 제22조(긴급피난, 긴급구조)80) ① 긴급피난 상황 또는 긴급구
79) Begründung, Gegenentwurf 1911, S.39; Theodor Lenkner, Der rechtfretigende Notstand,
J.C.B. Mohr Tübingen, 1965, S.8
80) Entwurf(1919) §22(Notstand, Nothilfe) Nicht rechtswidrig eine Tat, die im Notstand oder in
Nothilfe begangen wird.
Im Notstand handelt, wer unter pflichtmäßiger Berücksichtigung der sich gegenüberstehenden Interessen eine mit Strafe bedrohte Handlung begeht, um von sich die gegenwätrige, nicht anders abwendbare Gefahr eines erheblichen Schadens abzuwenden, den zu tragen
er rechtlich nicht verpflichtet ist; die Gefahr darf von dem Täter nicht verschuldet sein.
Nothilfe leistet, wer unter pflichtmäßger Berücksichtigung der sich gegenüberstehenden
Interessen eine mit Strafe bedrohte Handlung begeht, um von einem anderen die
gegenwärtige, nicht anders abwendware Gefahr eines erheblichen Schadens abzuwenden, den
der andere zu tragen rechtlich nicht verpflichtet ist; die Tat darf nicht gegen den Willen des
Gefährdeten begang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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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상황 하에서 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② 자신이 법적으로 수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현재의 다른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난으로부터 자신을 회피하기 위해, 대립되는
이익을 의무합치적 재량으로 고려하여(unter pflichtmäßiger Berücksichtigung der
sich gegenüberstehenden Interessen), 형이 부과되는 행위를 한 자는, 긴급피난 행위
를 한 것이다. 그 위난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한다.
③ 법적으로 수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현재의, 다른 방법으
로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난으로부터 타인을 회피시키기 위해, 대립되는 이익
을 의무합치적 재량으로 고려하여 형이 부과되는 행위를 한 자는, 긴급구조를 행한
것이다. 그 행위는 위난에 처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④ 행위자가 긴급피난과 긴급구조의 한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제111조). 그 행위자가 면책될 수 있는 흥분 또는 낭패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
는 형이 면제될 수 있다.
⑤ 행위자가 그 위난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2항)나 행위자가 위난에 빠진
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항)라서 긴급피난이나 긴급구조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그 형이 감경될 수 있다(제111조).

1919년 초안은 제1항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긴급피난을 위법성을 조각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1919년 초안은 제22조 제2항에서 자기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긴급피난에
대해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타인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긴급구조를 규
정하고 있다. 이 초안이 1919년 이전까지의 초안과 다른 점은 사람에 대한 위
험의 발생과 물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법익균형성의 요건의 유무에 따라 구
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익균형의 원칙은 ‘대립되는 이익을 의무합
치적 재량으로 비교하여’라고 하는 문언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 요건은 물건에
대한 긴급피난과 사람에 대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구별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
여 법익형량의 방식과 긴급성의 고려의 양자를 종합하려고 한 것일 것이다.
Hat der Täter die Grenzen des Notstandes oder der Nothilfe überschritten, so kann die
Strafe gemildert werden (§ 111); handelte er in entschuldbarer Ausregung oder Bestürzung,
so darf von Strafe abgesehen werden.
Liegt Notstand oder Nothilfe nur deshalb nicht vor, weil der Täter die Gefahr verschuldet
(Abs. 2) oder weil er gegen den Willen des Gefährdeten gehandelt hat (Abs. 3), so kann die
Strafe gemildert werden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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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표현에서 객관적인 법익형량이 아닌 법익균형의 방식으로 후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위와 같이 표현한 점은 1919년 초
안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이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당시에 이 초안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의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견
해81)와 주관적으로 보는 견해82)가 대립되고 있었다.
게다가 1919년 초안은 손해가 ‘중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중대성의 한정
을 부가하고 있다. 보충성의 요건에 있어서 1919년 초안은 ‘다른 방법으로 회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이라는 문언을 통해 이를 표현하고 있다.
1919년 초안은 1911년 대안과 다르게 과잉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제4항)을
두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1919년 초안에서 과잉긴급피난은 형의 재량적 감경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흥분이나 낭패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될 가능성을 열
어 두었다.
거기에 더하여 1919년 초안은 위험에 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으며, 위험에 빠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긴급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 경우에 있
어서 형의 감경 가능성을 인정하였다(제5항).
여기까지 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작성되었던 독일형법의 여러 초안에서,
긴급피난의 법적성격을 보면 법익균형성을 비롯한 여러 요건에 관하여 각각
독자적인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분설의 입장 및 기대가능성의 사상은 그
당시의 각 초안에서는 아직 표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바이마르시대의
형법초안들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81) 예를 들어, Kohlrausch, Eduard, Die "Straftat" im Deutschen Strafgesetzentwurf 1919,
Schweizer ZStr. Bd. 34, Stämpfli und cie., 1921, S.174.
82) 예를 들어, Weber, Hellmuth von, Das Notstandsproblem und seine Lösung in den
Strafgesetzentwürfen von 1919 und 1925, Leipziger rechtswissenschaftliche Studien, Heft 12,
Leipzig : T. Weicher, 1925, 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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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25년 독일형법초안 제22조

가. 1925년 독일형법초안 제22조의 형벌배제사유로서의 의미
1925년 초안83)은 기대가능성의 사상을 긴급피난에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규
정을 두었다. 그 규정은 라드부르흐(Radbruch) 초안(1922년)의 규정(제22조)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라드부르흐는 긴급피난을 순수하게 심리적인 귀책의 개념
에서 판단하였다. 즉, 책임의 귀속은 의사에 대한 귀책이 아니라 그 행위자의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내심적 관련성으로서 귀책가능
성’이며, 이에 따라서 긴급피난은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84)고 보았다.

1925년 독일형법초안 제22조(긴급피난, 긴급구조)85) ① 현재의, 달리 회피할 수 없
는, 현저한 손해(erheblicher Schaden)의 위험을 자기 또는 타인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형이 부과되는 행위를 한 자는, 임박한 손해의 감수를(dulden), 그 정황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wenn ihm nach den Umständen nicht
zuzumuten war), 그 행위의 고의범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von Strafe frei
bleiben).
② 행위자가 처한 위험을 오신한데에 더하여 그 착오가 과실에 기한 것일 때에는
과실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925년 초안의 이유서에서는 긴급피난을 ‘인적 처벌조각사유’(persönlicher
Strafausschliessungsgrund)로서 규정한다고 하고 있다.86) 그리고 민법전에서의
83) Amtlicher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zbuchs nebst Begründung,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25(이하 Entwurf 1925).
84) Radbruch, Gustav, Zur Systematik der Verbrechenslehre, in: Hegler, August (Hrsg.), Festgabe
für Reinhard von Frank zum 70. Geburtstag, Band 1, Tübingen 1930, S. 161; 라드부르흐의 형
법사상에 대해서는 최종고, “G. 라드부르흐의 형법사상,”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제3,4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1994, 81-106면 참조.
85) Entwurf(1925) Notstand, Nothilfe § 22 Wer eine mit Strafe bedrohte Handlung begeht, um
die gegenwärtige, nicht anders abwendbare Gefahr abzuwenden, bleibt von der auf die
vorsätzliche Begehung der Tat gesetzten Strafe frei, wenn ihm nach den Umständen nicht
zuzumuten war, den drohenden Schaden zu dulden.
Hat der Täter eine solche Gefahr irrtümlich angenommen und beruht der Irrtum auf
Fahrlässigkeit, so finden die Vorschriften über fahrlässige Handlungen Anwendung.
86) Begründung, Entwurf(1925),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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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그 때에는 형법상으로도 무
죄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민법전의 긴급피난이 위법성 조각을 효과로
하고 있음을 이유로 1925년 초안 제22조에 규제되어야 할 형법상의 긴급피난
(독일민법 제228조, 제904조의 적용영역을 초과하는)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
하지 않고, 단순히 ‘형벌배제사유’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87)
이유서에 따르면 이렇게 종래의 제초안에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던 긴급피난을 이와 같이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와 형법전에서만 규정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분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설명한다. 종래의 제초안에 대한 비판과 오스트
리아의 사례로부터의 문제제기(독일 1919년 초안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오스트리아의 1922년 형법 초안이 이분설의 입장을 취한 것을 의미함)
가 그것이다.88) 따라서 아래에서는 오스트리아의 1922년 초안에서 긴급피난이
규정된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1922년 오스트리아 형법 대안 제17조, 제23조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1919년 초안에 대한 대안으로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제출한 1922년 형법 대안(Österreichischer Gegenentwurf zu dem Allgemeinen Teil
des Ersten Buches des Deutschen Strafgesetzentwurfes vom Jahre 1919)은 긴급피
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89)

1922년 오스트리아 형법 대안 제17조 (긴급피난과 긴급구조)90) ① 현재의 다른 회피
87) Begründung, Entwurf(1925), S.19.
88) Begründung, Entwurf(1925), S.19.
89) Österreichischer Gegenentwurf zu dem Allgemeinen Teil des Ersten Buchs des Deutschen
Strafgesetzentwurfes vom Jahre 1919(이하 ‘GE 1922’), Österreichische Staatsdruckerei, Wien
1992; in Schubert, Werner Hrsg., Quellen zur Reform des Straf- und Strafprozessrechts,
Abt.1, Bd1. Entwürfe zu einem Strafgesetzbuch, Berlin, de Gruyter, 1995, S. 122. 1922년에 빈
에서 발간된 1919년 오스트리아 형법대안은 법조문만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유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
았다. 그 이유는 당시의 높은 인쇄가격 때문이었다고 한다(Goltsche, Friederike, Der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es von 1922, De Gruyter, Berlin, 2010, S. 87, Fn.
134).
90) Österreichischer GE 1922 § 17(fehlt) Notstand und Nothilfe Nicht schuldhaft handelt, 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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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손해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형이 부과
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험에 처한 법익을 내버려 두는 것을 사정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자유로
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108조).
② 다만 행위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제16조), 그 희생을 사정상 기대
할 수 없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다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임박한 상태
에 있다고 오신한 경우, 행위자는 그 행위의 과실범에서 정한 형의 한도내에서 과
실의 책임을 진다.
1922년 오스트리아 형법 대안 제23조(긴급권과 긴급구조권)91) ① 긴급권이나 긴급
eine mit Strafe bedrohte Handlung in der Absicht begeht, die gegenwärtige, nicht anders
abwendbare Gefahr eines Schadens von sich oder einem anderen abzuwenden, wenn ihm
nach den Umständen nicht zugemutet werden kann, das gefährdete Gut preiszugeben.
Andernfalls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freiem Eremessen mildern (§ 108).
Hat jedoch der Täter aus Mangel an gehöriger Sorgfalt (§ 16) nur irrtümlich angenommen,
daß einem Gute, bessen Preisgebung ihm nach den Umständen nicht hätte zugemutet werden
können, eine gegenwärtige, nicht anders abwendbare Gefahr drohe, so bleibt er wegen
Fahrlässigkeit verantwortlich, sofern auch die fahrlässige Begehung der Tat mit Strafe
bedroht ist.
91) Österreichischer GE 1922 § 23(§ 22 E) Notrecht und Nothilferecht Nicht rechtwidrig ist
eine Tat, die in Ausübung eines Notrechtes oder Nothilferechtes begangen wird.
In Ausübung eines Notrechtes handelt, wer die gegenwärtige, nicht anders abwendbare
Gefahr eines Schadens, den zu tragen er rechtlich nicht verpflichtet ist, dadurch von sich
abwendet, daß er durch eine sonst verbotene Handlung ein offenbar kleineres Übel
verursacht. Das Übel darf nicht in der Verletzung von Leib oder Leben bestehen und die
Zwangslage vom Täter nicht verschuldet sein.
In Ausübung eines Nothilferechtes handelt, wer von einem anderen die gegenwärtige, nicht
anders abwendbare Gefahr eines Schadens, den der andere zu tragen rechtlich nicht
verpflichtet ist, dadurch abwendet, daß er durch eine sonst verbotene Handlung ein offenbar
kleineres Übel verursacht. Das Übel darf nicht in der Verletzung von Leib oder Leben
bestehen und die Tat, soweit es sich nicht um den Schutz von Leib oder Leben handelt, nicht
gegen den Willen des Gefährdeten begangen werden.
Hat der Täter die Grenzen des Notrechts oder Nothilferechtes überschritten, so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freiem Ermessen mildern (§ 108); hat er einer durch die Gefahr
hervorgerufenen entschuldbaren Aufregung oder Bestürzung gehandelt, so bleibt er straflos.
Liegt ein Notrecht oder Nothilferecht nur deshalb nicht vor, weil der Täter die Zwangslage
verschuldet (Absatz 2) oder weil er gegen den Willen des Gefährdeten gehandelt hat (Absatz
3), so kann das Gericht die Strafe nach freiem Ermessen mildern (§ 108).
출처 : Österreichischer Gegenentwurf zu dem Allgemeinen Teil des Ersten Buchs des
Deutschen Strafgesetzentwurfes vom Jahre 1919(이하 ‘GE 1922’), Österreichische
Staatsdruckerei, Wien 1992; in Schubert, Werner Hrsg., Quellen zur Reform des Straf- und
Strafprozessrechts, Abt.1, Bd1. Entwürfe zu einem Strafgesetzbuch, Berlin, de Gruyter, 1995,
S.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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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권의 행사로 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② 법적으로 감수할 의무가 없는 손해의, 현재의 다른 회피가능성이 없는 위험을,
다른 경우에는 금지되고 있는 행위에 의해 작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부터 자신을 회피한 자는 긴급권의 행사로서 행위를 한 것이다. 그 손해는 생명 또
는 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또 행위자는 그 강제상황에 책임이 없어야 한
다.
③ 타인이 법적으로 감수할 의무가 없는 손해의, 현재의 다른 회피가능성이 없는
위험에 처해, 다른 경우에는 금지되고 있는 행위에 의해 작은 해를 발생시킬 수 있
는 상황으로부터, 그 타인을 회피시킨 자는 긴급구조권의 행사로서 행위를 한 것이
다. 이 때 그 해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또 그 행위가 신체
나 생명의 보호를 위해 행하여지지 않는 한, 위험에 처한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야 한다.
④ 행위자가 긴급권이나 긴급구조권의 한계를 넘은 경우, 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108조). 행위자가 위난상황에서 면책가능한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⑤ 행위자가 강제상태에 이르게 된 데 책임이 있거나(제2항) 혹은 행위자가 위험에
처한 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긴급권이나 긴급구조권이 없는 경우(제3
장), 법원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108조).

오스트리아의 1922년 대안은 제17조에 책임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을, 제23
조에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규정하였다. 제17조의 면책적 긴급피
난규정에서, ‘위험에 처한 법익을 버려두는 것을 사정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라는 표현을 두어 기대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제17조는 이 기대가능성의 요
건과 함께 ‘다른 회피할 수 없는 손해의 위험’이라는 보충성의 요건도 규정되
어 있다.
이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에서는 긴급피난으로 보호되는 법익의 종류ㆍ정도
에 대해 어떤 한정을 두고 있지 있다. 게다가 타인을 위한 긴급구조에서도 책
임조각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면책적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게 되었다.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의 후단에 형의 재량적 감경규정이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후단에서의 ‘그 외에 다른 경우’에 대한 의미를 명백히 파악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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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보충성의 요건이나 기대가능성의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던 경
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1922년 초안은 제17조 제2항에서 면책적 긴급피난에서의 착오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서 행위자의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
에는 과실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해결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1922년 초안 제23조는 정당화사유로서의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
이다.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제2항), 타인을 위한 긴급구조(제3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은 독일의 1919년 초안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요건면에서도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제2항), ‘위험에 처한 의사
에 반하지 않는 경우’(제3항)만이 차이가 있을 정도로 양자는 유사하다.

다. 1925년 독일형법초안과 기대가능성
다시 독일의 1925년 초안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초안이 긴급피난을 정당화
사유로서가 아니라 인적처벌조각사유(실질은 책임조각사유)로 규정한 근거로
이유서는, ‘민법전에서처럼 재물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와는 달리 타인
의 자유ㆍ신체ㆍ생명에 대한 침해를 동반하는 긴급피난에서 입법자는 그 침해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정당방위를 금지할 수도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유서에 따르면 정당방위 금지는 규제의 ‘도덕적 정
당성’(sittliche Berechtigung) 문제를 구별할 수 없게 하므로 법의식에 반한다고
한다.92)
벨링(Beling)은 1925년 초안의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즉 기대가능
성 개념은 그 어의적 개념으로부터 판단해 볼 때 오직 위법성의 영역에만 관
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93) 이러한 비판은 1927년과 1930년의 초안에서 긴
급피난을 충돌하는 이익의 가치관계에 따라 정당화사유 또는 인적처벌조각사

92) Begründung Entwurf 1925, S. 19.
93) Beling, Ernst, Der amtliche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Der
Gerichtssaal Bd.91(1925), S.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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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규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94)
1925년 초안의 제22조에서 가장 특색있는 점은 ‘임박한 손해의 감수를, 그
정황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이라는 요건이다. 그 전까지의 독일
의 초안과 비교해 볼 때 이 요건에서 기대가능성의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유서에 따르면 초안에서 기대가능성의 개념을 사용한 근거는 다음과 같
다.95)

민법전은 자기의 영역에 있어서 긴급피난행위를 인정할지 부정할지에 대해 법익
의 가치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그 규정은 민법전에서 가능한 것이다. 생각건대, 이
는 민법 제228조ㆍ제904조의 긴급피난의 경우, 어떤 측면에서 물건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초안의 긴급피난과 긴급구조에 있어서, 그 표준은
자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상호 대립하는 법익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례의 다양성에 대해 오히려 다양
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의 표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초안은 그 표준을 기대가능성의 개념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기대가능성 개념은 법익의 비교가 곤란한 경우를 들어 민법전의
긴급피난 규정에서의 법익형량의 원칙ㆍ법익균형성의 요건 대신에 도입된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기대가능성의 개념의 기능이 갖는 대해 이유서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96)

기대가능성의 개념은 법익의 가치 외에 사회생활상의 관념(Anschauung des
Verkehrs) 및 공평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Auffassung der billig und
gerecht Denkenden)를 고려에 넣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그 개념은 그 경우에
특히 필요한 도덕적인 고려(sittliche Erwägungen)를 넓은 범위에서 가능하게 한다.

94) 후술 34면 이하 참조.
95) Begründung Entwurf 1925, S. 21.
96) Begründung Entwurf 1925,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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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서의 설명에서 보면 초안에서 채택하는 기대가능성 개념은 행위
자가 처한 긴급사정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극히 다면적인 기능을 가질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대가능성의 요건에 관련하여 이유서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물론 ‘그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가 감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점은
행위자가 손해를 감수할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 때에는 항상 손해를 감수할 것
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하면서 특별의무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대
가능성의 요건에 따라 해결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기대가능성
의 문제는 1925년 독일형법 초안 제22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타인의 경우에
고려될 수 있다. 긴급구조의 경우에는 타인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긴급구조
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게 된다.”고 보았다.97)
프렐레센(Frellesen)에 따르면 기대가능성 개념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한편으
로는 이익형량 다시 말하자면 위법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비난가능성
다시 말하자면 책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98)

6. 1927년 낙태죄 판결 및 1927년 초안 제25조, 1930년 초안 제25조
가. 1927년 낙태죄 판결99)과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의 등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871년 입법이후 독일형법에서 긴급피난은 1927년 초
안이 작성되기 전까지 1909년, 1911년, 1913년, 1919년, 1925년 초안 등을 통해
긴급피난 규정의 변화를 꾀하여 왔다.100) 이러한 점은 서로 다른 가치의 법익
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메르켈
(R.Merkel), 도나(Dohna) 등 학자들은 위법성 조각적 긴급피난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는 이분설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101)
97) Begründung Entwurf 1925, S. 21-22.
98) Frellesen, Peter, Die Zumutbarkeit der Hilfeleistung, Metzner, Frankfurt am Main, 1980. S.
213.
99) RGSt 61, 242; I StS 105/26 v. 11. 3. 1927.
100) 內藤 謙(1974), 『刑法改正と犯罪論(上)』, 有斐閣, 167-176頁.
101) Merkel, Rudolf, Die Kollision rechtmässiger Interessen und die Schadenersatzpflicht 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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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은 1927년 3월 11일 독일제국법원에서 처음으
로 인정되었다.102) 독일제국법원은 낙태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산부의 생명,
즉 인간의 생명은 형성중인 태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서 독일제국법원은 의사가 산모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임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낙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동 판결은 위법성 조각의 효과를 갖는 긴급피난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서 독일의 범죄론 체계 발전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103) 또한 위
판결과 함께 당시의 독일 형법 제52조의 강요된 행위와 제54조의 긴급피난은
면책사유로 정리되게 되었다.104) 따라서 본 낙태죄 판결에 대해 아래에서 자
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105)

RGSt 61, 242: 임신중절(낙태죄) 사례106)
<사건개요>
미혼모 로사(이하 S)는 한 여행사 대표와 연인관계를 맺었고, 임신하게 되었다. 그
런데 그녀는 이 당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인 P(Dr. P)의 치료
를 받고 있었다. S는 정신과 의사인 P로부터 그녀가 임신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 담
긴 임신진단결과를 듣고 나서 P의 면전에서 심한 좌절감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살을 하리라는 의견도 말했다. P는 S의 상태를 일종의 임신으로 인한
“반응성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그녀가 우발적인 자살을 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보
았다. 그러한 판단 아래 P는 자신의 친구인 의사 W에게 S의 자살을 막기 위해 인
공임신중절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W는 의사 P의 진단
에 따라 태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임신중절수술(낙태시술)을 하였다. 검사는 S를
자기낙태죄로 의사 P를 동의낙태죄로 기소하였다.

rechtmässigen Handlungen, Straßburg, 1895, S. 72f; Dohna, Alexander Graf zu, Recht und
Irrtum, Mannheim, 1925, S. 11등. 이형국(2007), “긴급피난의 본질과 면책적 긴급피난”, 『형사정책
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71호, 2007년 가을, 207면 참조.
102) RGSt. 61, 242; Zieschang, Frank,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2.Bd, 12. Aufl., De
Gruyter Recht, 2006(이하 Zieschang, LK), §34, S. 584
103) 신동운(1991),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1면.
104) RGSt 62, 137ff; RGSt 61, 249ff; Frellesen, Die Zumutbarkeit der Hilfeleistung, S. 211ff.
105) 이 판결에 대한 평석 및 이후 경과는 Eser, Albin, 최우찬(역), 『판례형법총론』, 법문사, 2007,
186-193면 참조.
106) 판결의 사실관계는 및 제국법원의 판단은 원문을 일부 인용하여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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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법원의 판단>
제국법원은 위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I. 의사 P의 권유에 따라 의사 W가 행한 임신중절행위는 독일형법 제218조 제3
항107)의 객관적 표지들을 충족한다.
II. 범죄의 개념에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구성요건해당성
외에 위법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정은 여기서 특히 다음, 즉 의사에 의해 “의학
적 적응사유”에 근거해서 임산부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구하기 위해 감행
된 임신중절이 위법한가의 여부에 대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어떤 전제조건 하에서 범죄행위의 외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고려될 수 있는가는 형법 이외에도 전체 법질서로부터 이끌어 내진다. 정부
초안 제20조, 즉 “행위의 위법성이 공법 혹은 민법에 의해 베제 될 경우 가벌적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미 현행법이다. 정당성 혹은 -소극적으로 표
현한다면- 위법성의 배제(위법성조각사유, 불법배제사유)에 대한 근거가 생겨나는
법문은 실정법이나 혹은 실정법 이외의 것에 속한다. 그것은 특히 실정법 규범들의
목적과 상호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해석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1918년의 의사회의 지도원칙에 따르면, 긴급피난으로써 의학적 적응사유에 해당
하는 임신중절의 경우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외적 구성
요건 충족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
재의 위험상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다음의 특수한 경우, 즉 형법 제
53조108) 이하(현행 제32조)와 민법 제227조의 규정의 의미에서의 위법한 공격이 존
재하지 않으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 법익에 대해 긴급피난이 행해진다는 것이 관건
이 된다.
(1871년에) 제국형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형법학자들은 의학적인 임신중
절을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국형법전 발
효 이후 긴급피난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54조를 고려해서 이러한 관점은 특히 임
산부의 친척이 아닌 의사, 즉 제3자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따라
서 학자들은 이러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정당화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107) 구 독일형법(독일제국형법) 제218조 ① 자신의 태아를 낙태를 통해 살해하거나 혹은 제3자에 의한
살해를 허용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태아를 낙태를 통해 살해한 제3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② 미수는 처벌된다.
③ 임산부의 동의없이 혹은 영업적으로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임산부에게 낙
태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를 조달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감경적인 상황이 존재하면 3개월 이상
의 금고형에 처한다.
108) 구 독일형법(독일제국형법) 제53조 ① 정당방위에 의해 요청된 행위의 경우에는 가벌적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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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형법 제54조에 의해 규율된 긴급피난의 사례와 관련해서 학설상으로는 이
러한 긴급피난을 인적처벌배제사유, 책임조각사유 혹은 위법성조각사유로 볼 것인
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제국법원은 지속적인 판례를 통해 제54조는 단순히 인
적처벌배제사유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해왔다(RGSt 57, 268). 제54조가 책임조각사유
인가 혹은 객관적인 위법성을 배제하는 정당화사유인가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
았다(예컨대 RGSt 60, 88/9); 그러나 부분적으로는(예를 들어 RGSt 28, 164/7) 명백히
독일형법 제54조는 단지 책임조각사유라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견해에
동 법원도 따른다.
(형법 제54조에 대한 입법이유서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불법한 공격에 대한 권
리의 보호이지만, 긴급피난은 작은 권리가 큰 권리에게 양보해야 하는 두 권리 사
이의 충돌을 의미한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형법전에 구현되었다고 본다면, 형법 제54조의 긴급피난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작은 가치의 법익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보호라는 원칙은 형법전에는 관철되
지 못했다. 결국 형법전에 따르면, 신체와 관련된 긴급상황(Leibesnotstand)에 처한
사람은 그가 타인의 생명이라는 보다 높은 법익을 희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규율은 단지 다음, 즉 그와 같은 긴급피난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자유의사가 자기보존이라는 충동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자 자신의 인격에서 작용
하고 있는 근거는 행위를 책임조각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형법
제54조의 경우 보다 작은 가치의 법익을 위해 보다 높은 법익의 희생도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할 것인가는 알 수 없다.
단지 이런 생각에 근거해서만 긴급구조(Nothilfe)가 -독일형법 제53조(정당방위)와
독일민법 제227조, 제228조, 제904조 규정과 달리- 가족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
이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입법자가 독일형법 제34조의 전 범위에서 긴급피난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러한 제한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형법 제54조의 규정으로부터 이 규정에 속하지 않는 제3자는 그가 긴
급피난에 처한 임산부와 함께 임신중절을 감행해서, 공동정범이 된다면, 이 규정에
의해 형벌을 면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區)법원109)이
의사 S에 대해 독일형법 제54조의 적용가능성을 부인한 것은 옳다고 보인다.
2. 그러나 (가족 등의) 특정한 범주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조각사유로 규정하는
독일형법 제54조가 특정한 긴급피난행위가 실정법상의 혹은 초실정법상의 법문에
109) 구법원(Amtsgericht) : 독일 시ㆍ군 등 지역단위로 설치된 법원으로 각 지방에서 주지방법원의 관
할에 속하지 않고, 주최고법원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선고형이 4년을 초과할 것이 예상
되지 않는 사건, 선고형이 자유형 4년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보호사건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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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국형
법에서도 낯설지 않다는 것은 제국법원 형사판결집 23권, 116면에 의해 이미 표현
된 바 있다. 즉 긴급피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과 그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
관계에 따라 긴급피난 행위는 때로는 위법한 공격으로, 때로는 합법적인 행위로 보
여지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방어는 때로는 허용되는 것으로, 때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a) 여기서 고찰될 수 있는 실정법상의 법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상의 해당
긴급권은 물건에 대한 긴급공격에서만 적용된다.
b) 의학적으로 지시된 임신중절을 정당화하려는 학문적 고찰 과정에서 의사의 직
업권의 승인은 거부되어졌다. 제국법원은 치료목적을 위한 의학적인 침해에 대한
그러한 직업권을 ... 부인했다.
c) 의사의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는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관점도
그것만으로는 의사에 의해 감행된 인공임신중절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데, 왜냐하면 이러한 의사의 행위는 임산부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임산부가 자신의
신체와 같이 처분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특히 다음, 즉 긴급피난에 처한 임산부는 독일형법 제54조에 근거해서 태아를
처벌받지 않고 죽일 수 있고, 그러므로 임산부는 이러한 행위를 그녀에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줄 수 있다는 사고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독
일형법 제54조는 위법성조각이 아니라 단지 책임조각사유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즉
이에 대해 다른 위법성조각사유가 개입하지 않는 한 임산부의 행위 자체는 위법하
기 때문에, 그 자체 위법하게 행위하는 임산부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처하지 않은
제3자의 도움행위에 의해 그 위법성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임산부의 행
위 자체를 면책시킬 뿐만 아니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다른 근거를 모색해
야만 한다. 임산부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 후에야 비로소 그녀의
승낙행위에 의해 제3자의 침해가 허용될지에 대한 의미부여가 가능해진다.
d) 구법원의 결정의 근본이 된 다음의 생각은, 즉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의 침해는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할 때는 위법하지 않다는 사고(목적설)는 학설에서 많
은 지지를 받았으며, 현행법의 많은 규정이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가 없다. 그러나 목적설은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인정되지 못한다.
e) 이에 반해 법적 사고로부터 추론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협의로 파악된 이하의
근본원칙은 거의 일반적인 승인을 얻는다. 즉 범죄형태의 외적인 구성요건을 충족
하는 행위가 법익을 보호하거나 혹은 법에 의해 부과되거나 인정된 의무를 충족하
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생활관계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합법적인가 혹은 금지되지
않는 것인가 혹은 위법한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은 대립하는 법익들 혹은 의무들에
대해 현행법으로부터 발췌되는 가치관계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법익 그
리고 의무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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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들 간의 충돌의 경우-의무에 대한 긴급피난- 제국법원은 반복해서 보다 낮은
의무를 희생해서 보다 높은 의무를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보다 낮은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원칙을 천명했다(RGSt 20, 190/1; 36, 78/80; 56,
168/170; 59. 404/7; 60, 295).
그러나 또한 법익 간의 충돌의 경우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제국법
원은 이미 두 법익 중 하나의 법익을 침해해서만 이 조정이 가능한 경우 보다 작은
가치를 지니는 법익은 보다 높은 가치를 지는 법익을 위해 양보해야만 하며, 따라
서 작은 가치의 법익에 대한 침해는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RGSt 23, 116;
37, 150).
4. 또한 법익형량의 원칙은 어떤 전제조건 하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인공임신중절
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가져다준다.
이의 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전제조건은 위의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법익의 충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방법으로는 제거될 수 없는 임산부에 대한 현재
의 위험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러한 위험의 존재여부는 의사가 아닌 사람은 대부분
할 수 없는 의학적인 규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위험”이
란 위험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면, 경험칙에 의해 자연적인 발전과정에 따라 침해의
발생이 목전에 있는 것으로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익형량의 기준
은 법익보호를 위해 현행법에서 부과된 형벌을 통한 위하의 정도로부터 출발한다.
독일형법 제211조(고살), 제224조 및 제225조(상해죄)와 제218조(낙태죄) 간의 비교로
부터 일상적으로 생명의 상실이나 독일형법 제2245조의 의미에서 성인의 중한 건강
침해는 태아의 생명상실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개별적으
로는 이와 다른 결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의심스러운 것은 독일형법 제54조에 포함된 긴급피난의 면책성이 또한 법익형량
에 근거하는 위법성 배제의 한 전제조건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해당 법원은 현
행법의 태도 하에서 이 점을 부인하는데, 그 이유는 현행법은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독일형법 제53조와 독일민법 제227조]에서뿐만 아니라, 법익형량을 고려해
서 위법성조각사유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긴급피난에서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면
책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긴급피난에 의한 침해행위가 단순히 면책적이지
않고 오히려 법익형량원칙의 적용을 통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한, 위법
성 배제는 임산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필연적인 조건은 임산부의
실제 혹은 추정적 승낙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RGSt 25, 375로부터 주어지는데, 왜
냐하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이외
에도 또한 미래의 어머니로서 임산부에게는 양심상의 이유로 태아의 살상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야만 한다. 임산부의 추정적 승낙과 실제적 승낙을 동일시
하는 것은 독일민법 제667조에서 표현된 법사고와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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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산부 자신에 의해 수행되거나 혹은 임산부의 스스로의 혹은 추정적
승낙하에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의학적으로 감행된 인공임신중절
은, 그것이 임산부를 사망 혹은 독일형법 제224조의 의미에서의 중한 건강침해로부
터 벗어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여기에서 주장된 입장을 근저에 둔다면 이 사례에서 의학의 법칙을 따를 때 로사
에게 자살과 따라서 태아의 사망이라는 현재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것은 임신중절
이외의 방식으로 제거될 수 없다면 인공임신중절은 위법하지 않은 것이다.

1871년 독일제국형법전은 생명에 관한 죄의 일종으로 낙태죄를 규정하였으
며, 현행 독일형법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218조의 낙태죄 기
본조항은 자기낙태와 (동의)타낙태를 구별하는 외에 낙태형태로 ① 태아의 조
기모체외분리 및 살해행위와 ② 모체내 태아살해행위를 규정하였다. 당시 독
일형법은 그밖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타낙태죄와 낙태치사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한편 당시 독일 형법에는 낙태죄 불처벌의 예외사유는 규정되
어 있지 않았다.110)
한편

형법에는

제54조에서

면책사유로서

형법적

긴급피난(sfrafrechtliche

Notstand)을, 제52조에서 강요긴급피난(Nötigungsnotstand)을 규정하고 있었다.111)
그러나 제54조의 면책적 긴급피난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긴급상황
에서 행위자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할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었기 때문에 의사에 의한 낙태시술도 예외
없이 낙태죄로 처벌되는 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학설상 각종 이론구성이 시도되었고, 여러 형법개정안에서도 의사의 낙태행위
를 염두에 두고 낙태금지의 예외사항이 모색되었다.
따라서 판결 당시의 형법상으로는 위법성 조각적

긴급피난이 없었던 관계

로 제국법원(Reichsgericht)은 일반적 원칙에 따라 의학적 지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위법성조각사유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위의 판결에서 의사 S의 낙태행위를 통해 태아가 죽는 결과가 발생되었지만
110) 신동운(1991),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0면.
111) 이 두 가지 경우는 1969년과 1975년에 있었던 독일 형법개정에서 제35조(면책적 긴급피난)으로 규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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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는 산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독일제국법원은
이익형량이라는 법원리를 통해 책임의 차원에서 일정한 행위자에게만 책임을
조각시키는 대신 애당초 불법의 차원에서 본질적인 법익의 우월을 통해 그 행
위의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결론을 세웠다. 다시 말해 긴급피난에 의해 보다
높은 법익인 산모의 생명을 보다 낮은 법익인 생성 중의 태아를 희생해서 보
호할 수 있으면(“이익형량원칙”에 따른 “본질적인 법익의 우위”) 그러한 행위
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제국법원은 이 경우 인공임신중절행
위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독일제국법원은 당시 현행법 제54조에 의해 규율되지 않은 사례 즉
법의 흠결을 ‘이익형량’이라는 법원리를 통해 해결 혹은 보충하고 있기 때문
에 사람들은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익형량의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의 출발은 행위
자가 모든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고 모든 법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다수의 법익이나 의무가 각각 동일한 가치인 경우
에는 행위자는 단순히 면책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하여 법익이나 의무가
각각 우열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행위자가 그 우열순위에 따라서 우월적인 것
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고, 그와 반대로 즉 하위의 법익이나 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의 법익
이나 의무를 침해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보았다.112)
그 후 이러한 법익형량설에 입각한 위법성조각적(정당화적) 긴급피난은 1927
년 독일형법초안을 거쳐 1930년 초안에 명문화 되었다.

나. 1927년 초안 제25조 및 1930년 초안 제25조
1927년 초안에 이르러 소위 ‘이분설’(Differenzierungstheorie)의 입장이 형법
전에서 명시적으로 입법화되었으며113) 이 초안은 5월 19일에 공표되었다.
112) 장규원/강동욱(2006), 『형법총칙비교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5면.
113) Lenckner,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S. 9.

- 34 -

1927년 초안을 토대로 빌헬름 칼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국의회 형법위원회에서
1930년에 작성된 초안도 1927년 초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114)

1927년 독일형법 초안 및 1930년 초안 제25조115) ① 현재의 달리 피할 수 없는 현
저한 손해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이 부과되는 행위
를 한 자는, 임박한 손해의 감수를 정황에 비추어 자기 또는 위난에 처한 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피난 행위를 한 것이다.
② 임박한 손해가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와 비교하여 불균형하게 큰 경우, 행위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nicht rechtswidrig).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자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straffrei).
③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는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
를 허용한다.
④ 본조는 제24조 제3항(오상방위) 규정을 준용한다.

위의 긴급피난 규정은 제1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 책임조
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에 공통되는 긴급피난상황에 대해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어떠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며, 어떠한 경우에 책임이 조각
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이유서에 따르면 본 규정의 입법이유로 피난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
는 긴급권(Notrecht)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1925년까지 형법전에 전혀 반영되

114) ‘이분설’은 1975년 1월 1일 개정된 형법상 긴급피난 조문의 근거가 되었다(Kühl, Kristian, Zur rec
htsphilosophischen Begründung des rechtfertigenden Notstandes, in: Eser, Albin (Hrsg.), Fests
chrift für Theodor Lenckner: zum 70. Geburtstag, C.H.Beck, 1998, S.148)
115) Entwurf 1927, 1930 §25 ① Im Notstand handelt, wer eine mit Strafe bebrohte Handlung
begeht, um eine gegenwärtige, nicht anders abwendbare Gefahr eines erheblichen Schadens
von sich oder einem anderen abzuwenden, wenn ihm oder dem Gefährdeten nach den
Umständen nicht zuzumuten ist, den drohenden Schaden zu delden.
② Ist der drohende Schaden gegenüber dem aus der Einwirkung zu erwartenden Schaden
unverhältnismäßig groß, so handelt der Täter nicht rechtswidrig; andernfalls handelt er zwar
rechtswidrig, ist aber straffrei.
③ Einwirkungen auf Leib oder Leben sind nur zum Schutze von Leib oder Leben zulässig.
④ §24 Abs.3 gilt entsprechend.
출처 :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1924/1927, S. 4.
Entwurf eines Allgemeinen Deutschen Strafgesetzbuchs 1930,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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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116) 이유서는 초안에서 긴급피난을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피난행위자의 손해가
피난의 상대방의 손해보다 작은 경우에 피난행위의 상대방이 정당방위권을 갖
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117) 이러한 이유로 1927년 초안은 이분설의 입장을 취
한다고 할 수 있다.
1927년 초안의 규정도 기대가능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공통적인 긴급피
난의 한 요건으로 보면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제1항). 기대가능성 개념을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전제로 사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점
은 초안이 이분설의 입장을 취했어도 책임조각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1927년 초안이 기대가능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임박한 손해를 감
수하는 것을 정황에 비추어 자기 또는 위험에 처한 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경
우’ 라는 표현서 찾아볼 수 있다. 1927년 초안에서의 특징은 1925년 초안에서
와 같이 제1항에서 기대가능성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별도로 이
익형량을 통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두고 있는 점이다. 1927년
초안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유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1925년 초안 규정의 적용범위가 너무나도 넓어서 형벌의
엄정성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초안은 긴급피난
행위가 허용되는 전제로 보다 엄밀한 방법상 제한을 두고 있다’는 설명을 통
해 그 근거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118)
1927년 초안에서의 기대가능성의 내용에 대해 이유서는 ‘임박한 손해의 감
수를 정황에 비추어 자기 외의 타인에게까지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의 견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대가능성의 개념은 이 경우 특히 필요한 도의적인 고려를 가능하게
한다.’119)고 설명하고 있다.
116)
117)
118)
119)

Begründung,
Begründung,
Begründung,
Begründung,

Entwurf
Entwurf
Entwurf
Entwurf

1927,
1927,
1927,
1927,

22.
23.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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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대가능성의 내용ㆍ기능에 관한 이유서의 설명은 1925년 초안
이유서에서의 설명과 유사하다. 그러나 1927년 이유서는 1925년 초안 이유서
와는 다르게 ‘모든 법익의 가치’나 ‘사회생활상의 관념’을 근거로 두지는 않는
다.
이 점은 1925년 초안과는 다르게 1927년 초안에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긴
급피난에서 이익균형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기대가능성의 요건에 대해 1927년 초안이유서에서도 단순히 행위자의 긴급사
정을 배려하는 것 외에 법익형량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1927년 초안은 제2항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
난과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이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
항 전단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요건으로 제1항의 요건과는 달리
임박한

손해가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와

비교하여

‘불균형적으로

클

(unverhältnismäßig groß)’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 이 요건은 객관적인 이익균
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익균형성의 요건은 임
박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손해와 비교하여 큰 경우에만 충족되며, 양자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이유
서는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편 제2항 후단에는, 전단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박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손해와 비교하여 불균
형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행위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지만 벌하지 아니
한다(straffrei sein)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
가 인적처벌조각사유로서의 의미인지는 이유서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앞
뒤의 문맥상 실질적으로는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
다.
게다가 1927년 초안은 제3항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는,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도 1927년 초안에서 특색이 있는 규정 중 하나이다. 이유서는 그 근거에 대해
“일반적으로 법익이 긴급피난에 적합한지에 대한 초안의 규제는 그 규제에 제
한이 있으며, 물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침해도
무죄가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분명 통상 사람의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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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을 침해하게 되면 물적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
해서는 손해를 감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제1항)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대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의문이 생기는 것은 고
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초안은 제3항의 규정을 두어서 이를 해결하
려 하였다.120)

7. 소결
요컨대 독일의 입법자는 1871년 입법당시 긴급피난을 규정하면서 이를 통해
보호되는 법익을 한정하여 책임조각사유로 규정하였으며 별도로 강요된 행위
의 불처벌 규정을 두었다. 그 후 1911년 대안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
급피난은 민법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형법상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
유로 보았다. 그렇지만 책임조각사유로서의 1911년 대안의 규정에도 기대가능
성이 표현되지는 않았다.
1919년 초안은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 점은 법문상 제1항에 ‘위법하지 않은’이라는 문구로 명문화되었다. 1919년
초안은 ① 대상에 있어서 사람과 물건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법익균형의 방식
을 통해 긴급피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점과 ②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형의 감경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
(제5항)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1925년 초안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다’는 규정을 두면서 이유서에 인적 처벌조각사유라는 표현을 두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1922년 초안에서 긴급피난의 규정에 대해 이분설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다. 물론 이 초안에서는 물적침해와 인적침해를 구분하
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유서는 타인의 자유나 신체, 생명에 대한 침해를 가
져오게 되는 긴급피난에서 입법자는 침해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
겠지만 긴급피난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금지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적처벌조각
사유로 두게 된 이유로 들고 있다. 결국 긴급피난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120) Begründung, Entwurf 192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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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5년 초안은 ‘임박한 손해의 감수를, 그 정
황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대가능성을 처
음으로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7년 독일 제국법원은 의사의 낙태죄 성립여부에 대해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들어 이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당
시 형법 제54조는 책임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의 요건으로 “다른 방법으로 제
거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서 행위자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할 것”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의사는 처벌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독일 제국법원은 이익형량이라는 법원리를 통해 책임의 차원에서 일정
한 행위자에게만 책임을 조각시키는 대신 애당초 불법의 차원에서 본질적인
법익의 우월을 통해 그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결론을 세웠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은 1927년 초안을 작성할 때에 반영된 것이
다. 즉 이 초안은 제1항에서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제2항에서는 책임이 조각
되는 긴급피난과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유서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 형법조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121) 책임조각사유도 규정한 것은 긴급피난행위
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1927년 및
1930년 초안은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구분하는 이
분설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은 이후 1969년 7월 4일의 개정형법을 위한
두 번째 법안에서 비로소 법률상 승인되었다(1975년 시행).122) 독일은 이 개정
을 통해 종래의 초법규적 긴급피난을 제34조(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에 두고
면책적 긴급피난은 제35조에 두었다.123)

121) Begründung Entwurf 1927, 22.
122) 이에 관해서 상세한 것은 Frellesen, Die Zumutbarkeit der Hilfeleistung, S. 214 및 Bundesgese
tzblatt I, S. 717 참조.
123) Jescheck/Weigend, AT, S. 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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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입법연혁
1. 일본형법의 개정연혁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 이후 산업발전과 더불어 급격하게 진행된 자
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생들을 많이 유학시켜 선진법계
를 배우게 하였다. 형법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의 최초의 근대적
형법전은 프랑스의 보와소나드안을 기초로 한 것이었으며 1880년에 제정되었
다.124) 하지만 그 후 프랑스법 대신 독일법을 계수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고
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독일형법(1871년)을 모델로 하는 형법개정작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891년 개정형법초안, 1901년 개정안, 1902년 개정안을
거쳐 1907년 제23회 제국의회에서 형법전면개정안이 가결되었고, 이듬해인
19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일본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형법전이다.125)
1907년 형법은 19세기말의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범죄억제를 위한 합목
적적 형법이론으로 대치되었는데, 이는 행위주의와 객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근대학파인 신파이론을 대폭 도입하여 행위자주의와 주관주의적인 형법이론이
반영된 것이었다.126)
형법전 제정 이후에도 1921년에 일본 고유의 도덕ㆍ미풍양습 견지 등을 이
유로 처음 개정이 시도된 이래, 임시법제심의회에서 1926년 ‘형법개정의 강령’
답신, 사법성형법개정원안기초위원회에 의한 1927년 형법개정예비초안 작성,
그 후 형법및감옥법개정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31년 개정형법가안의 총
칙편 작성, 1940년 각칙편의 공포 등을 거쳐왔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1956년 형법개정준비회의 설치를 시작으로 1961년 개정형법준비초안 발표,
1963년부터 형사법특별부회의 8년간의 심의를 거친 1971년의 답신, 1974년
‘개정형법초안’의 발표 등 개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개
124) 장규원·강동욱(2006), 앞의 책, 23면;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1989), 『일본형법개정작업의 경과
와 내용 - 형사법개정자료(IX)』, 9-36면 참조.
125) 山口 厚(2010), “일본의 형법개정 -과거와 현상(日本における刑法改正 - 過去と現狀),” 『2010년
한국형사법학회 추계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동아시아 각국의 형법 개정의 동향과 쟁점-』, 한국형사법
학회, 2010.9. 4면.
126) 大谷 實(1994), 『刑法講義總論』, 第4版, 成文堂, 39-4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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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법초안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하고 전면개정
움직임은 소멸되게 되었다.127)
한편 이러한 전면개정 움직임과는 달리 24회에 걸쳐서 일본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 변경(1921년), 안녕질
서에 대한 죄의 신설(1941년)128), 집행유예의 요건완화(1953년), 부동산침탈죄
등의 신설(1960년), 몸값목적약취유인죄 등 신설(1964년), 컴퓨터 관련 범죄 신
설(1987년), 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2001년), 징역형 가중 상향 조정(2004년) 등
을 들 수 있다.129)

2. 1907년 일본 형법 제37조
1907년 일본형법은 제37조에 긴급피난의 규정을 두었다. 다만 그 보호법익
이 한정되어 있었고, 특히 당시 독일형법에는 제52조에서 강요된 행위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 책임이 조각되는 규정이 있었음에 비해 일본형법에는 이
규정을 두지 않았다. 1907년 일본 형법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1995년에 현
대어에 맞게 표현을 고친 것 이외에는 현행 규정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130)
1907년 일본 형법 제37조131)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
해 부득이 한 행위는 이것에 의해 발생한 해가 피하려고 한 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의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27) 山口 厚(2010), “日本における刑法改正 - 過去と現狀,” 5면 참조.
128) 안녕질서에 대한 죄는 1947년(昭和22年 10月 26日 法律 第124号)에서 삭제되었다.
129) 일본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山口 厚(2010), “日本における刑法改正 - 過去と現狀,”
4-13면 참조.
130) 1907년 형법의 성립까지 입법과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井上宜裕(2007), 『緊急行爲論』, 成文堂,
88-100頁을 1995년 개정 전 형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井上宜裕(2007), 앞의 책, 100頁 참조.
131) 第37条（緊急避難）① 自己又は他人の生命、身体、自由又は財産に対する現在の危難を避けるため、
やむを得ずにした行為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害が避けようとした害の程度を超えなかった場合に限り、
罰しない。ただし、その程度を超えた行為は、情状により、その刑を減軽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
る。
② 前項の規定は、業務上特別の義務がある者には、適用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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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형법이 제정되기 전 1880년 일본 형법 제75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
고 있었다.
1880년 일본 형법(구형법) 제75조132) ① 항거할 수 없는 강제에 마주쳐 그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는 그 죄로 논하지 아니한다.
② 천재 또는 뜻밖의 지변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난상황에서 자기 또는 친족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도 또한 동일하다.

1880년 일본형법 제75조와 1907년 형법 제37조와의 관계에 대해 1880년 일
본형법 제75조 제1항이 물리적 강제, 동조 제2항에서 심리적 강제를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7조는 심리적 강제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
다.133) 또한 1880년 일본형법 제75조 제1항은 주관적 불처벌사유를 동조 제2
항은 객관적 불처벌 사유를 규정하였던 것으로 이해하면서, 1907년 형법 제37
조는 객관적 불처벌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본 견해도 있었다.134)
한편 현재 일본 형법 제37조의 ‘부득이한 행위’에 대해 피난행위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이라 한다.135) ‘상당성’의
지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의 일반원리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견해,136)
긴급피난의 개별적 요건 중에 ‘부득이 한’의 의의에 보충성 외에 상당성을 포
함한다는 견해,137) 상당성을 보충성 및 법익균형성의 규제원리로 해석하는 견
해,138) 우월적 이익의 원칙의 입장으로부터 법익균형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견
해,139) 보충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과는 별개의 초법규적 요건으로 해
132) 旧刑法 第75條 抗拒ス可カラサル 强制ニ遇ヒ基意ニ非サルノ所爲ハ其罪ヲ論セス
天災又ハ意外ノ變ニ因リ避クヘカラサス危難ニ遇ヒ自己若クハ親屬ノ身體ヲ防衛スルニ出タル所爲又
同シ
133) 磯部四郞 著(1907), 『改正刑法正解』, 六合館, 64-65頁.
134) 田中政身 編著(1907), 『改正刑法釋義』, 西東書房, 63頁.
135)
, 『刑法總論』, 第6版, 有斐閣, 191頁; 山口 厚(2007), 『刑法總論』, 第2版, 有斐閣,
143頁; 左伯千仞(1981), 『刑法講義(總論)』, 4訂版, 有斐閣, 207頁; 中山硏一(1982), 『刑法總論』,
成文堂, 277頁.
136) 田 平(2004), 『全訂刑法總論』, 第4版, 有斐閣, 161頁
137) 左伯千仞(1981), 『刑法講義(總論)』 207頁; 中山硏一(1982), 『刑法總論』, 277頁
138) 中 義勝(1980), 『講述犯罪總論』, 有斐閣, 143頁.
139) 內藤 謙(1986), 『刑法講義總論(中)』, 有斐閣, 421頁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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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견해140) 등이 있다. 일본의 다수설은 위 규정을 이익교량설에 따라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기본 규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일부는 책임조각 및 위법
성 조각설로 이분하는 설도 있다.141)
우리 형법상 긴급피난과 비교하여 일본형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긴급피난으로 보호되는 법익을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한 점이다. 둘째 그 요건으로 ‘부득이 한’을 두어 긴급성
을 강조한 점이다. 셋째 발생한 해와 피하려고 한 해의 비교라는 이익형량을
명문으로 한 점이다. 넷째 긴급피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 ‘업무상 특
별한 의무’가 있는 자를 규정한 점이다.

3. 1927년 형법개정예비초안 제19조 및 1931년 개정형법가안 제19조
가. 형법 개정강령 23항 및 예비초안 제19조
1907년 형법은 시대에 따른 변화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1921년 11월에 일
본정부는 임시법제심의회에 형법개정여부에 관하여 “① 현행형법은 일본 고유
의 도덕과 미풍양속에 비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人身 및 名譽의 보호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③ 최근의 인심동향에 비추어 범죄
방지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형사제재의 종류 및 집행방법을 고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그 개정요강을 자문하였다.142) 이 자문을 받은 임시법제
심의회는 5년 후인 1926년 10월에 형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답신을 하면서 40항
목에 걸친 상당히 구체적인 ‘형법개정강령’을 발표하였다.143) ‘형법개정강령’
23항은 긴급피난을 개정 대상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26년 형법개정강령 23항144)
방위행위, 피난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의 필요성을 행위의 상당성으로 두는
140) 高橋敏雄(1983), 『違法性の諸問題』, 有斐閣, 182頁.
141) 大塚 仁 外(2005),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第2卷, 第2版, 靑林書院, 460-461頁.
142)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1989), 『일본형법개정 작업경과와 내용』, 1989. 5, 9면.
143) 小野淸一郞, 『刑事法規集』, 第一卷, 1944, 191頁 以下.
144) 二三項 防衛行爲, 避難行爲ニ付テハ其ノ要件タル 行爲ノ 必要性ヲ 行爲ノ 相當性トスル 規定ヲ 設
クル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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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긴급피난 행위의 요건에 있어서 “행위의 필요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백
하지 않다. 당시 일본에서는 통상 제37조의 “부득이 한 행위는”에 대해서 타
인의 법익을 해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소위 보
충성)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145)
모토지 신구마(泉二新熊) 교수는 형법개정강령에 관한 동경변호사회에서 발
표한 설명 중에서 개정강령 제23항의 취지에 대해 주로 정당방위에 대해서 언
급하면서 긴급피난에 대해 일부 언급하였다. 즉 모토지 교수는 “개정강령 23
항은 방위행위, 피난행위 즉 현행형법 제36조, 제37조의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즉 필요에 기한 행위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 행
위가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
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 본 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입니다”라고 설명한다. 따
라서 정당방위에 관하여 “개정강령 23항은 필요성본위를 배척하고, 당해행위
가 그 경우의 사정을 비추어 보아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정
당방위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긴급피난에 관하여 “제3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늘날에 해의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인가에서, 동일한
필요성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46) 즉 모토지 교수에 따
르면 정당방위에 있어서 부득이한 행위를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
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긴급피난에 있어서도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한편 마키노 에이이치(牧野英一) 교수는 “긴급피난에 있어서 필요성 요건을
상당성의 원칙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147)
일본정부는 1927년 1월 형법개정강령에 입각하여 ‘사법성형법개정원안기초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 1927년에 형법예비초안을 발표하게
되며, 이어서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다시 초안을

145) 內藤 謙(1974), 『刑法改正と犯罪論(上)』, 有斐閣, 116頁.
146) 泉二新態, “刑法改正ノ綱領 說明(昭和 2年 11月 28日 東京辯護士會ニ於テ)”『日本刑法論 各論』,
1929年版, 1084頁<內藤 謙(1974), 『刑法改正と犯罪論(上)』, 有斐閣, 117頁에서 재인용>.
147) 牧野英一(1940), “正當防衛の要件”, 『刑法硏究 第9卷』, 有斐閣, 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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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기 시작하였다. 형법예비초안에서 긴급피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1927년 일본 형법예비초안 제19조148)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의 다른 권리에 대한 현재의
중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자기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가해행위를 피하기 위해 행위를 한 자
역시 전항과 같다. 단 정황으로 인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예비초안은 그 구조에 있어서 제1항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
피난을 규정하면서, 상당성 또는 필요성의 단어를 쓰고 있지 않으며, 제2항에
서는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제1항의 긴급피난 적용 배제를 규
정한다. 다만 자기 또는 자기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피
하기 위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긴급피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서도, 형의 감경여지를 두고 있다.

나. 1931년 개정형법가안 제19조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에 의하여 1931년에 개정형법가안의 총칙
이, 1940년에 각칙이 각각 성안되고 공표되었다. 이 개정형법가안은 일본이
1907년 제정․실시된 일본형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시안으로 종전의 서
구식 형법전에 일본사회의 특성을 대거 반영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되고 있
다.149) 개정형법가안의 심의와 관련된 입법이유서나 회의록 등은 공간되지 아
148) 豫備草案 第19条 ① 自己又ハ他人ノ生命, 身体, 自由, 名誉, 財産其ノ他ノ権利ニ対スル現在ノ重大ナ
ル危難ヲ避クルノ目的ニ出テタル行為ハ罪ト為ラス
② 前項ノ規定ハ業務上特別ノ義務アル者ニハ之ヲ適用セス
③ 自己又ハ配偶者ノ直系尊属ニ対シ加害行為ヲ為シタル者ニ付亦前項ニ同シ但シ情狀ニ因 リ其ノ刑ヲ減
軽スルコトヲ得
第21条 ① 第十八条(正当防衛), 第十九条第一項(緊急避難) 及前条(自救行為)ノ規定ハ行為カ其ノ際ニ於
ケル情況ニ照シ相当ナリと認メラルル場合ニ非サレハ之ヲ適用セス程度ヲ超えタル行為ハ情狀ニ因リ其ノ
刑ヲ減軽又は免除スルコトヲ得
149) 신동운(2006), “자격상실과 자격정지형의 존폐,”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2006.12, 20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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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채 조문만 세간에 공표되었다.150)
1931년(昭和 6年) 개정형법가안(이하 ‘가안’이라 한다)은 총칙편에서 1927년
형법개정예비초안(이하 ‘예비초안’이라 한다) 제19조를 일부 수정하여 긴급피
난에 대해 규정하였다.

1931년 일본 개정형법가안 제19조151)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하며 피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위난을 피하
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시의 정황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전조 제2항(과잉방위)의 규정은 본조의 피난행위에도 준용한다.

‘가안’은 ‘예비초안’과는 달리 그 보호의 대상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
산 등’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익’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오노
세이이치로(小野淸一郞) 교수는 ‘가안’에서 그 대상을 확장한 듯 하지만, 예비
초안에서의 대상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대상면에서는
‘가안’과 ‘예비초안’이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152) 하지만 ‘가안’은 긴급피
난이 되어 처벌받지 않는 보호법익의 범위를 ‘예비초안’에서와 같이 ‘생명, 신
체, 자유, 명예, 재산 등과 그의 다른 권리’ 등으로 열거하여 한정하지 않고 있
다. 오히려 ‘가안’은 보호되는 대상의 범위를 일반적인 ‘법익’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가안’은 ‘예비초안’보다 긴급피난 행위자의 보호에
있어서 한걸음 더 나아간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153)
150) 신동운 교수는 개정형법 가안의 입법이유서, 회의록 등이 공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전
편찬위원회 기초위원들은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의 조문만을 놓고 그 취지를 추론한 다음 검토를 거쳐
한국 형법의 조문을 기초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신동운(2008), “형법제정 연혁에 비추어 본
전면개정의 필요성,”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법무부, 2008, 59면>.
151) 案 第19条 ① 自己又ハ他人ノ利益ニ對シ急迫ニシテ且他ニ避クル方法ナキ重大ナル危難ヲ避クルニ
出テタル行爲ハ基ノ際ニ 於ケル情況ニ照シ相当ナルトキハ罪ト爲ラス
② 前項ノ規定ハ業務上特別ノ義務アル者ニハ之ヲ適用セス
③ 前条ノ第二項及第三項ノ規定ハ本条ノ避難行為ニ之ヲ準用ス
152) 小野淸一郞(1942), “刑法に於ける道義と政策-改正刑法仮案に対する槪括的批判”, 『日本法理 の自覚
的展開』 , 有斐閣, 229頁.
153) 같은 취지로 內藤 謙(1974), 前揭書, 123頁 참조. 반면 小野淸一郞(오노 세이이치로) 교수는 1927
년 예비초안과 달리 가안 제19조는 용감하게도 긴급피난의 요건을 가장 넓게 지정하면서 죄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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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은 ‘예비초안’과는 달리 ‘정황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 긴급피난을 인
정하고 있다. ‘상당한 경우(상당성)’에 대해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마키노 에이이치(牧野英一)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54)

우리 초안은 ‘필요성’을 ‘상당성’으로 바꾸어 규정하였다. 동시에 이와는 별
개로 ‘보충’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이 점은 제19조 제1항에서 볼 수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에 대한 급박하며 피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위난을 회피하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시의 정황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보전되는 법익에 관하여는 ‘중대한 위난’이라는 초개념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졌
지만, 새로운 보충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개념적인 형식으로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독일 초안과 스위스 초안을 비교법학적으로 참조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우
리 초안의 ‘상당성’의 원칙은 분명 스위스 초안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상당
성’원칙은 스위스 초안이 정당방위에 관하여 제32조에서 채용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 초안은 정당방위에 뿐만 아니라, 긴급피난 나아가 우리 초안의 특색인 자구권
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보충의 원칙은 스위스 초안도, 독일 초안도, 그것을 형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요건에 관한 스위스 초안 제33조는 ‘상당’한 이라는 용어
를 피하여, ‘사정상 위난에 처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그 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기로 하였다. 이 점은 분명 기대가능성의 원칙을 가지고 긴급피난
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스위스 신통일형법에서는 제34조).

이에 대해 쿠레다 마츠키(久礼田益喜) 교수는 가안 제19조 제1항을 위법성조
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규정한 것으로 설명한다. 즉 긴급피난은 正 대 正관
계에 있는 피난행위로 법적성격은 보충성과 상당성의 요건을 갖춘 방위행위로
보고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성이 탈락한다고 보았다.155)
마키노 에이이치의 상당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스위스
형법초안에서 긴급피난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키노 에이이치가 스위스 형법초안 중 몇 년의 것을 참고하였는지는 명확하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를 너무 확장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였다[小野淸一郞(1942), 前揭 論文, 229頁
이하 참조].
154) 牧野英一(1935), “緊急避難と期待可能性”, 『刑法硏究 第9卷』, 有斐閣, 54-55頁.
155) 久礼田益喜(1960), “改正刑法仮案註釈”, 『法律時報』, 第32卷, 第8號, 法律時報編輯部, 34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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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다만 스위스신형법을 소개하는 글156)에서 스위스의 1918년 초안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번역하였으며, 일본의 형법초안의 편찬에 대한 중요한 자
료가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157)과 또 다른 문헌에서 스위스의 1918
년 초안을 번역하여 발표하였다는 점158)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형법예비초
안과 개정형법가안의 작성 당시 참고한 스위스 형법초안은 1918년의 것으로
보인다.

4. 1918년 스위스 형법초안에서 긴급피난 규정의 성립경위
스위스통일형법전 작성작업은 이미 19세기 말경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893년 6월의 제1초안 이후, 동년 8월 초안, 1894년 초안, 1895년 초안, 1903년
초안, 1908년 초안, 1916년 초안을 경과하여 1918년에 확정초안이 발표되게 되
었다. 문헌의 관계 때문에 여기에 이 초안 전부에 관해 기술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에는 그 중 1893년 초안과 1918년 초안에 있어서 긴급피난 규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슈토스(Stooß)가 작성한 1893년 8월 예비초안 제18조는 다음과 같다.

1893년 8월 스위스 형법 예비초안 제18조159)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또는 기타 이익(Gut)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위난
을 피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자는 그 행위가 사정에 따라 면책가능한 것일 때에는
그 형이 면제 또는 감경된다(제38조).

156) 牧野英一(1942), “スイスの新統一刑法典,” 『刑法硏究 第10卷』, 有斐閣, 155頁 以下.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위스신형법전은 1937년 12월 21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1942년 1월 1일부터 실시
된 것이다.
157) 牧野英一(1942), “スイスの新統一刑法典,” 160頁.
158) 牧野英一(1948), “刑法に於ける重点の變遷,” 『刑法に於ける重点の變遷』, 有斐閣, 3頁. 이 책의 서
문은 1929년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48년에 출간되었다.
159) Vorentwurf ein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 § 38 Wer ein Verbrechen begeht, um
Leben, Leib, Freiheit, Ehre, Vermögen oder ein anderes Gut für sich oder einen anderen aus
einer unmittelbaren, nicht anders abwendbaren Gefahr zu erretten, kann, wenn die Tat den
Umständen nach entschuldbar ist, von Strafe befreit oder milder bestraft werden.
출처 : Neubecker, Friedrich Karl, Zwang und Notstand in rechtsvergleichender Darstellung,
Bd. I, Grundlagen : der Zwang im öffentlichen Recht, Leipzig : Deichert, S.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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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슈토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160)
슈토스는 “종종 긴급피난 행위는 적법행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은 법생활의 필요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우선 긴급상태 하에서 행위를 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자기의 생명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직접의 위난을 면하
기 위하여 타인을 살해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중대한 불법침해를 -행위자도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좋다
- 가한 것이다.…긴급피난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난행위는 민법상의 요
건이 충족되는 한 당해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긴급피난행위를 벌
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별개의 문제이다. 그 문제에 네 또는 아니오의 답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긴급피난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범죄에 한정하는 것은, 법생활의 필요에 상응한 것과 같은 것은 아닌 점
을 알 수 있다. 긴급피난을 자기 또는 친족의 법익의 유지에 한정하는 것도
또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제18조는 이러한 고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
다.
위와 같이 슈토스는 1893년 스위스 형법초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긴급피난을
권리행사도 아니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슈토스는 피난행
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불가벌성의 근거를 책임의 영역에서 구하고 있다. 앞에
서 제시한 조문은 “그 행위가 사정에 따라 면책가능한 것일 때에는 그 형이
면제 또는 감경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은 긴급피난행위를 책임감면사유
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슈토스는 불가벌성의 근거를 주관적
관점에서 보면서 균형성의 요건을 채택하지 않았다.
피난행위의 균형성 문제는 사법 및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다시 불거
졌으며, 슈토스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슈토스는 “물론 비물질적 법익(immaterielle Rechtsgüter)에는 평가의 여지가
없다. 자유와 명예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법익을 긴급상태로부터 구
160) Neubecker, a.a.O., S. 30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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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긴급피난은 위법하지만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피난행위자는 즉시 불가벌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정황
에 따라 전부나 일부 책임을 조각하는 때에 형이 면제 또는 감경되는 것”이라
고 한다.161)
위와 같이 슈토스는 1893년 초안에서 긴급피난 상황에 처한 자의 처벌에 대
해서는 법관이 정상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에
있어서 피난행위의 불가벌을 가져오는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가 의무나162) 자기유지 본능에 따른”이라는 것은 일신전속적 법익에
대한 긴급상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간의 경과 후 1893년 초안이 기반이 된 1918년 스위스 형법 초안은 긴급
피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163)

1918년 스위스 형법 초안 제33조(긴급피난)164)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이익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한 자의 행위는 행위자에게 위난에 처한 이익의 희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관은 자유재량에 따라 형을 감
경할 수 있다(제63조).

1918년 초안에서 긴급피난은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에 있어서 자기자신의
161) Neubecker, a.a.O., S. 308f.; Merkel, Rudolf, Die Kollision rechtmäßiger Interessen und die
Schadensersatzpflicht bei rechtmäßigen Handlungen: im HinSick auf den Entwurf ein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für das Deutsche Reich in zweiter Lesung, K. J. Trübner, 1895, S.
94. 위원회는 긴급피난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예를 들어 Gretener)도 그 불가벌성의 요건
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Vgl. Neubecker, a.a.O., S. 309.
162) 그러나 여기서 의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의무의 이행이 불가벌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정당행위이
기 때문이라거나 긴급피난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의무의 충돌과 긴급피난과의
혼동이 있다고 보여진다(Oetker, Notwehr und Notstand, VDA, Bd. II, S. 392).
163) Botschaft des Bundesrates an die Bundesversammlung zum Entwurf ein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vom 23. Juli 1918)(이하 'SchE 1918'), S. 112.
164) SchE 1918 33. Notstand Die Tat, die jemand begeht, um sein oder eines andern Gut,
namentlich Leben, Leib, Freiheit, Ehre, Vermögen, aus einer unmittelbaren, nicht anders
abwendbaren Gefahr zu erretten, ist kein Vergehen, wenn dem Täter den Umständen nach
nicht zugemutet werden konnte, das gefährdete Gut Preiszugeben andernfalls mildert der
Richter die Strafe nach freiem Ermessen (Art.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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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대한 희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다.165)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1918년 초안은 기대가능성을 명문으로 규
정하면서 이를 책임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단지 책임조각
뿐만 아니라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166)
1918년 초안에서는 책임조각 또는 감경이 되는 긴급피난을 규정하면서 그 요
건에 있어서 상당성, 또는 필요성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1918년 스위스 형법초안에는 상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정당방위 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8년 스위스 형법초안 제32조(정당방위)167) 위법한 침해를 받거나 그 침해가 임
박한 경우에, 피침해자 또는 타인은 그 침해를 정황에 비추어 상당한 방법으로 방
위할 권리를 갖는다.
방위자가 정당방위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법관은 자유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63조). 방위자가 책임없이 침해에 대한 당황 또는 흥분으로 인하여 정당
방위의 한계를 일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마키노 에이이치의 설명처럼 개정형법가안에서의 상
165) Botschaft des Bundesrates an die Bundesversammlung zum Entwurf eines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es(vom 23. Juli 1918), S. 11.
166) 긴급피난의 책임조각, 감경 효과는 1937년에 시행된 스위스 형법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으며,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규정의 내용은 법무부조사국 편(1948), 『법무자료』9 서서형법전 및
서반아형법전, 1948, 9-10면 참조>.
1937년 스위스 형법 제34조 자기의 법익 특히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는 피
할 수 없는 임박한 위난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행한 범죄는 위난이 범인의 책임에 인하여 초래한
것이 아니며 또 사정상 위협을 받을 법익을 포기할 것을 범인에게 기대할 수 없었을 때는 이를 처벌
하지 않는다. 위난이 범인의 책임에 인하여 초래하였을 때 또는 사정상 위협을 받을 법익을 포기할 것
을 범인에게 기대할 수 있을 때는 법관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한다(제66조)
타인의 법익 특히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서 예방할 수 없는 임박한 위난으로
부터 구출하기 위하여서 한 범행은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 위난의 위협을 받을 법익의 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범인이 인식할 수 있었을 때는 법관은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한다.
167) SchE 1918 32. Notwehr Wird jemand ohne Recht angegriffen oder unmittelbar mit einem
Angriff bedroht, so ist der Angegriffene und jeder andere berechtigt, den Angriff in einer den
Umständen angemessenen Weise abzuwehren,
Überschreitet der Abwehrende die Grenzen der Notwehr, so mildert der Richter die Strafe
nach freiem Ermessen (Art. 63); überschreitet er die Grenzen der Notwehr in entschuldbarer
Aufregung oder Bestürzung über den Angriff, so bleibt er straf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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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은 1918년 초안의 긴급피난 규정이 아니라 정당방위 규정에서 비롯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제4절 우리나라 형법상 긴급피난규정의 성립경위
1. 서설
우리나라에서 긴급피난의 규정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
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서양 특히 독일에 있어서 긴급피난 규정은 강요된 행
위-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의 형식에서 위법성조각적168) 긴급피난-책임조각적 긴
급피난의 형식으로 변천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개화기 이전에 긴급피난이 어떻게 운용되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법규로 당률, 대명률 같은 법전을, 근대에 있어서는 형법
대전, 형법초안 등에서 긴급피난에 대한 규정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어떻게 각각의 형식으로 규정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는 거의 없다.
개화기 전에 우리 형법은 당률, 대명률의 영향을 받았다.169) 하지만 개화기
부터 일본형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1917년에는 1907년에 제정된 일본형
법이 의용되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우리 입법자는 1947년에 형법의 기
초작업을 시작하여 1953년에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다만 1953년 제정형
법의 경우에도 제정당시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해 자료가 소실되어 입법
자료를 찾기 힘들다. 또 당시 우리말로 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였던
상황에 비추어서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상황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

168)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법학자
들은 이를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정당화사유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물론 그 의미는 같으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정당화’사유는 적법을 긍정하는 측면에서의 표현이고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을 부정하는 측면에서의 표현이므로 양자는 동일 대상에 대한 표현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겠다<박광민(1990), “정당화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 7면 각주 8; 남흥우(1981), “위법성의
이론,” 『형사법강좌 I』, 박영사, 197면; 손해목(1980), “초법규적 정당화원리,” 『현대형사법론』(김
기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경문사, 81면 등>. 다만 이 논문에서는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탈각된다는
의미에서 위법성조각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69) 후술 53-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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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긴급
피난 이론 및 사상은 사실상 1953년 형법 제정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일부 예전 문헌에서 근대 이전의 긴급피난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당시의 법의식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편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의 필요가 있었으며,
1992년, 1996년, 2011년에 걸쳐 꾸준히 총칙분야 개정 또는 전면개정안이 국회
에 제출되었다. 제정당시의 긴급피난 규정과 비교하여 개정안에서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긴급피난이 형법에 어떤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바라
보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개화기 이전 긴급피난 사례
고려는 성종(981-997)이 당률을 기본으로 하여 당시 고려의 사정을 참작하여
고려율을 만들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형률은 삼국시대에 비하여 완화된 편
이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고려왕조의 통치이념이 불교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입장을 따르고 있었으며, 당시에 선진 전제왕국인 당나라의 당률을 계수하여
시행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170) 이러한 고려율의 내용은 고려사 형
법지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171) 하지만 고려사 형법지에 있는 고려율에서
는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다만, 당률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
을 통해 긴급피난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
다.172)

廐庫 官私畜毁食官私物 [律文1] 무릇 官이나 개인의 가축이 관이나 개인의 물품을
훼손하거나 먹었기 때문에 그 즉각 가축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각각 고의
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서 3등을 감하고, 감손된 가치를 배상하게 하며, 가축
의 主人은 훼손시킨 가치를 배상하게 한다. 임시로 도맡아 부린 자도 (가축의) 주인
으로 간주한다. 다른 조문은 이에 준한다.173)
170)
171)
172)
173)

유성국(1997),
채웅석(2009),
임대희/김석민
唐律 第204條

“고려시대의 사면제도,” 『연세법학연구』 제4집, 연세법학연구회, 7면.
『고려사 형법지 역주』, 신서원, 3면 이하.
공역 편(1997), 『역주 당률소의』, 한국법제연구원, 제204조.
廐庫 9 官私畜毁食官私物 [律文1] 諸官私畜産, 毁食官私之物, 登時殺傷者, 各減故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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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文2] 그러나 가축이 사람을 들이받거나 물려고 하였기 때문에 죽이거나 다치
게 한 자는 처벌하지 않으며 배상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 즉각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즉 상황이 끝난 뒤에는 모두 고의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간
주한다.17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률에 따르면 관이나 개인의 가축이 관이나 개인의
물품을 훼손하거나 먹은 때에 그 가축을 즉시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각각
고의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서 3등을 감하고 감손된 가치를 배상하게
하였다. 하지만 사람을 공격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즉시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긴급에 관한 사항이고, 물거나 다치게 하는 상황은
피난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러한 특정한 상황
에 한해서 긴급피난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규정을 통해서
도 긴급한 위난에 있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175)

雜律 無故於城內街巷走車馬 [律文1] 무릇 城안의 거리나 골목 및 사람이 많은 가
운데에 이유 없이 수레나 말을 달리게 한 자는 태형50대에 처한다. 그로 인해 사람
을 죽였거나 다치게 한 자는 鬪殺傷罪에서 1등을 감한다. 가축을 죽였거나 다치게
한 자는 감손시킨 차액을 배상한다. 다른 조문에서 鬪殺傷에서 1등을 감한다고 한
경우에 가축을 죽였거나 다치게 하였다면, 모두 이에 준한다.
[律文2] 만약 공적이나 사적으로 긴급한 일이 있어 달린 자는 처벌하지 않는
다.176)

공적이나 사적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의에 따르면 “‘공적’이란 공적인
일이 긴급하거나 우편의 역마를 탔거나 그리고 勅을 받든 사신과 같은 무리를

傷三等, 償所減價, 畜主備所毁. 臨時專制亦爲主. 餘條準此.
174) 唐律 第204條 廐庫 9 官私畜毁食官私物 [律文2] 其畜産欲齧人而殺傷者, 不坐·不償. 亦謂登時殺傷者.
卽絶時, 皆爲故殺傷; 신호웅(1986), “고려형법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9면.
175) 임대희/김석민 공역 편(1997), 『역주 당률소의』, 한국법제연구원, 제392조.
176) 唐律 第392條 雜律 4 無故於城內街巷走車馬 [律文1] 諸於城內街巷及人衆中, 無故走車馬者, 笞五十;
以故殺傷人者, 減鬪殺傷一等. 殺傷畜産者, 償所減價. 餘條稱減鬪殺傷一等者, 有殺傷畜産, 竝準此.
[律文2] 若有公私要速而走者, 不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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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고 하면서, “‘사적’이란 疾病과 같은 것으로 반드시 醫·藥을 구해야 하
거나 급히 사람을 쫓는 것”177)을 말한다고 해설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률
에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의 경우에도 긴급한 상황 하에서 처벌하지 않는 규정
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고려율에 계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 등과 같은 고유의 법전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고려
율과 마찬가지로 긴급피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경국대전에서 의율하였던 대명률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178)

兵律 廐牧 宰殺牛馬 만약 가축이 사람을 받거나 물고자 하는 때 이를 현장에서
살상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또한 배상하지도 아니한다.179)

위와 같은 규정은 앞에서 본 당률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가축이
사람을 공격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행위를 한다는 점
에서 긴급피난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당률이나 대명률의 규정을 통
해서 일반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으로 긴급피난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우며,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범죄체계론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다만 그 당
시에도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 하에서는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
다는 점과,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개화기의 긴급피난 규정
조선초기의 대명률과 경국대전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통치질서의 문란과
개항 후 압력으로 인해 그 기반이 동요되었고, 개화론자들의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새로운 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었다.180) 1894
177) [疏2] 議曰, 公私要速者, 公謂公事要速及乘郵驛, 幷奉勅使之輩. 私謂 疾病之類, 須求醫藥, 幷急追人.
而走車馬者, 不坐.
178) 大明律 卷 第十六, 肅宗 12年(1686), 규장각도서, 서울대학교. 청구기호 奎貴 1709; 법제처, 『대명
률직해』(법제자료 제13집), 법제처, 1964, 99면.
179) 兵律 廐牧 宰殺牛馬 若畜産欲觸觝踢咬人 登時殺傷者 不坐罪 亦不賠償
180) 정긍식(1995), “개화기 서구법의 수용과 의의,” 『법제연구』 8, 한국법제연구원,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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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갑오개혁 이후 일본의 강요에 의해 대대적인 법제개편이 이루어졌고,
1895년 1월 7일에는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홍범 14조는 “민법과 형법을 엄
명하게 제정하여 감금이나 징벌을 남용하지 말며 이로써 전 인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전할 것”181)을 천명하였다. 같은 해 6월 15일에는 법부령 제7호로 법률
기초위원회규정이 공포되었고 같은 날에 이재정, 현영운 등 7명의 기초위원이
임명되었다.182) 형법에 있어서 법률기초위원회는 형법대전(1905. 4. 29. 법률
제2호), 형률명례(1896. 4. 4. 법률 제3호) 등을 편찬하였다. 형법초안은 이러한
형법대전의 제정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 사이에 나온 성과물로 갑오을미개혁기
에 일본의 영향아래 기초된 것이다.183) 이 초안은 건양(建陽) 2년(1895년) 2월
작성에 착수하여 동년 6월에 작성이 완결되고, 번역은 7월에 완결되어 1896년
1월 법부에 제출된 것으로, 법부의 일본인 고문관 노자와 케이이치(野澤雞一)
가 작성한 것을 기초위원인 현영운이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184) 형법초안은
총 3편 300개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당방위(제8조)와 더불어185) 제9조에
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第九條 抗拒치 못 强制를 受거나 避치 못 危難에 遭遇야 自己나 親屬의
身體나 法으로 保護 者나 依賴 者의 身體를 保全기 爲야 不得已 行
所爲 罪로 論치 아니 

이 규정은 강제상태나 위난상태에 처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것
은 현행 우리나라 형법에서처럼 강요된 행위와 긴급피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그 행위주체 및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자기나
181) 고종시대사 3, 고종 31. 12. 12.
182) 정긍식(1991), “한말 법률기초기관에 관한 소고,” 『한국법사학논총』, 박병호교수화갑기념, 박영사,
254-258면.
183) 정긍식(1995), “형법초안 해설,” 『법사학 연구』, 제16호, 한국법사학회, 183면.
184) 정긍식(1995), “형법초안 해설,” 185면. 형법초안은 일본 구형법 및 이후 전개된 형법개정안 및 학
술적 논쟁을 반영한 것으로 그 체계와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서구적 형법안이
라고 할 수 있다<문준영(1999), “대한제국기 형법대전의 제정과 개정,” 『법사학연구』, 제20호, 한국
법사학회, 38면>.
185) 형법초안에서의 정당방위 규정은 정긍식(1995), “형법초안 해설,” 20-21면을, 동 규정에 대한 분석
은 김태명(2000),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상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9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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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법으로 보호하는 자, 법으로 의뢰하는 자의 신체로 하여 보호법익에 제
한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형법상의 긴급피난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 효과에
있어서는 ‘죄로 논치 아니 홈’이라 하여 단순히 형벌조각사유가 아니라 범죄
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형법초안은 긴급피난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부기하고 있다.186)

前條 彼의 襲擊을 被야 我가 其 襲擊者에게 反抗이오[.] 本條는 비록 襲擊
을 同被한 者라도 我가 其 襲擊者에게 對抗함이 아니오 第三位에 立 餘他人에게
向하야 施爲187) 者이오[.] 又 前條는 防衛라도 本條 侵襲188)이오. 前條 ??可
權利를 行使 者이라 看做나 本條는 ??惡을 施爲에 外치 아니니 是以로
前條 自己와 親屬을 爲야 行함을 得할 뿐 아니라 未聞不見189)한 人을 爲야도
行을 得호, 本條 自己와 親屬이나 親屬에 可准 人을 爲하 外에 他人을
爲하야 能行치 못고, 前條 程度 過 餘裕 許나 本條 萬不得已
境遇에만 限定고, 前條 財産을 爲야도 行함을 得나 本條 身體 爲
外에는 能치 못지라.
何人에 限치 아니고 强制 受며 危難에 稱하 事-有하면 是惟 自己 一身의
不幸할 따름이라. 其 時 自己를 救濟다고 因하야 無辜한 他人을 侵害함은 正理
道德에 共不可라 바이라 然이나 殺身成仁은 是極威德 大人君子의 可望이오 凡
人의 可히 望치 아니이니 刑法은 大人君子로써 待치 아니고 凡人으로써 人을
待 故로 不可不 凡人의 常情으로써 准率이라 니 旦 非常 境遇에 際會190)
야 萬不得已야 行야스나 그 心術에 決斷코 希望이 아니어 이를 刑罰으로
써 하여도 懲戒責罰의 效能이 아니라 故로 是 本條를 設야 無罪라 所以라
本條에 依야 無罪者의 例를 左에 거
(1) 鐵道 및 電信線을 破毁코야 一帶暴徒를 哺集고 甲者 勅捕191) 隨行케
되 若 命에 不徔거나 逃避코면 斬殺이라 니 甲者- 其 命에 徔야 電
線을 切斷고 軓條를 撤毁하얏다가 乘間 逃走지라
是(이) 가히 항거치 못 강제 受이니 갑 자의 소위 비 其 意이니 폭동죄
로 可問 限에 부재홈
(2) 颱風에 遭遇야 船舶이 覆沒192)고 乘客된 甲 乙 兩人이 波間에 漂漾다
186)
187)
188)
189)
190)
191)
192)

정긍식(1995), “형법초안해설,” 부록, 21-22면.
어떤일을 베풀어 이룸
갑자기 침범하여 공격함.
들을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좋은 때를 만나
타일러서 체포하여
배가 뒤집혀 가라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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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93) 一 木板을 把抸니 其 木板이 小야 兩者 - 足히 支持치 못지라 因야
甲者 伸手194) 乙者 橦維니195) 乙者 - 乃196) 溺死다
是 可히 避치 못 危難에 遭遇 例이니 甲者에게 處에 謀殺, 故殺, 毆打,
其他 犯罪로써 이 可치 못 자이라 지라

위와 같이 형법초안은 피치 못할 위난상황을 당하여 자기나 친족에 준하는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한 경우에만 죄로 논하지 아니한
다고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그 예로 철도 및 전선을 훼손하고자 폭도가 타
인을 협박하여 그 전선을 절단한 경우에 이 자는 항거하지 못할 강제를 당하
여 한 행위이므로 폭동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현재의 법에 따르
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예로는 태풍으로 침
몰하는 배에서 나온 갑과 을이 하나의 판자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공격한 경우 이를 살인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현재 면책적 긴급피난의 사례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를 종합하여 보면 형법초안은 명시적으로 책임조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성질상 면책적 긴급피난과 강요된 행위를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형법초안은 폐기되었으며, 그 이유와 폐기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형법전이라 할 수 있는 형법대전은 1905년 4월 29일
법률 제2호로 반포되었다.197) 형법대전의 반포는 홍범 14조에서 표명한 형법
제정계획을 근 10년 만에 달성한 것이었다.198) 이 형법대전이 시행된 날로부
터 ‘경국대전’ 이후로 개정·적용하여 오던 ‘대전회통’ 등의 형전 및 명률은 폐
지되고 갑오경장 이래 ‘형법대전’이 시행되기까지 잠정적으로 반포한 단행법
령도 전부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형법대전은 조문표현이 국한문 혼용이고 범
죄와 형벌을 체계화하고 완화하는 등 근대화노력이 깃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193)
194)
195)
196)
197)
198)

표류하여 떠다니다가
손을 뻗어서
공격하여 매니
이에
광무 9년 4월 29일, 법률 제2호.
문준영(1999), “대한제국기 형법대전의 제정과 개정,”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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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 대전회통의 조례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 대명률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소멸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199) 형법대전에 포함된 긴급피난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200)

第八十六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야 回避기 不能거나 危難을 遭
야 權限 內에서 可히 保護만 者 爲야 犯罪된 자 勿論201)이라

위 규정은 형법대전의 제1편 죄례의 제1장 범죄분석, 제9절 불론죄류(不論罪
類)에 규정된 것으로 ‘회피하기 곤란’하거나 ‘위난에 처한’ 상황에서 법에서
보호되는 자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논하지 아니하는(勿論)
불론죄류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위난의 원인에 있어서 재난에 한정하지
않고(水, 火), 도적을 만난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긴급피난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보호할 만한 자를
위하여’ 라는 부분은 긴급피난행위로 보호받는 대상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의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에는 형법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규정이
책임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인지,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
다. 게다가 현행 형법상 긴급피난에서 긴급피난의 평가기준으로 제시되는 “상
당한 이유”나 당시 독일 형법상의 “필요성” 요건 등도 발견되지 않는 등, 긴급
피난의 성립요건을 현재보다 더 넓게 규정하면서도, 상당한 이유와 같은 판단
여지를 주지 않음에 따라 이 규정으로 판단을 하는 주체에게는 적용의 여지를
더 좁게 보고 있다. 다만 이 시대의 긴급피난에 있어서 그 제한의 여부는 불
분명하다. 왜냐하면 “회피하기 불능하거나”라는 부분은 긴급피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위난을 조하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
한적인 요소를 부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긴급피난을 제한하였다
거나, 혹은 넓게 인정하였다거나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앞의
199) 서일교(1967),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법제월보』 9권 9호, 법제처, 1967.9, 70면
200) 민영환 편(1906), 『형법대전』, 경성 : 대한국법부 출판, 광무10년[1906].
201) 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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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정당방위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회피불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
로 제한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202)
이 시대의 긴급피난 관련 사상이나 이론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
다. 다만 1908년에 발행된 장도(長燾)의 『형법총론』에서203) 당시의 논의를
일부 발견할 수 있다. 장도는 이 책을 형법초안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장도는 ‘제3관 자유를 결함에 기인하는 무죄’에서 강요된 행위
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우선 장도는 초안의 규정과 당시 일본
형법의 규정, 일본형법초안의 규정을 설명하면서 유형의 자유, 무형의 자유를
구분하여 이를 해석하려 하고 있다.204)

第3款 自由를 缺에 基因 無罪
夫 自由를 缺으로브터 無罪되 경우 論진대 艸案 第9條에 曰 抗拒치 못
强制 受거나 避치 못 危難을 遭遇야 自己나 親屬의 身體나 法으로 保護
거나 依賴 者의 身體 保全기 爲야 不得已 行 所爲 罪로 論치 아니
이라 規定얏고
又(또)205) 日本刑法 第75條 第1項에 云호 可히 抗拒치 못 强制를 遇야 其
意에 不在 所爲 其 죄 論치 아니
其 第2項에 云호 天災나 或 意外의 變을 因야 可히 避치 못할 危難을 遇
206)
야
自己나 親屬의 身體를 防衛기에 出 所爲도 亦207) 同함이라
規定얏고 又 日本刑法 艸案 第50條에 自己나 他人의 生命, 身體, 自由 或 財
産에 對 現在의 危難을 避기 爲야 不得已 出 行爲 情狀을 因야 其
刑을 減輕거나 或 此(이) 罰치 아니
但 職務上에 特別 義務가 有 者 此限에 不在이라208) 規定한 바-니
202) 김태명(2000),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상당성에 관한 연구,” 29면은 위 규정을 정당방위의 규정으
로 해석하고 있다.
203) 장도는 관비유학생으로 경의의숙과 동경법학원, 그리고 중앙대학(일본) 법률과 3년을 수료하였다.
장도는 귀국 후 경성의학교 교관, 외부 번역관을 거쳐 법관양성소 교관, 한성법학교 강사와 보성전문
학교 강사로 형법을 가르쳤다. 장도는 평리원검사, 경성재판소 판사, 형법교정관이 되었고, 형법대전을
편수하였다<최종고(1980), “개화기의 법학자 해제,” 『한국 근대법제사료 총서 –형법총론』, 아세아문
화사, 1980, 9-10면>. 장도의 형법이론과 사상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허일태(2008), “장도의 형법
이론과 형법사상,” 『인권과 정의』 제104호, 대한변호사협회 2008.4., 127-143면 참조.
204) 장도(1908), 『형법총론』, 109면.
205) 또한
206) 우연히 만나
207) 괄호안은 필자
208)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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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에 當야 論究바 第1에 該 條項 等에 有形의 自由 缺 境遇도 包
含인가
第2에 無形의 自由 缺 境遇만 規定인가
第3에 艸案의 規定과 日本의 條項이 其 差異가 如何가209)

장도는 유형의 자유와 무형의 자유에 대해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유
형의 자유에 대해서는 “吾人은 타인의 强力이나 혹 인류 이외의 强力에 억제
되야 신체의 자유 상실이 有고 정신의 자유 상실도 有하니 학술상
용어에 유형의 자유라 名은 즉 신체의 자유를 指이오210)”라고 하면서 무
형의 자유에 대해서는 “정신의 자유를 칭함”이라 정의하고 있다.211) 다음과 같
은 예를 들고 있다.
장도는 “갑이 을에게 强引되야212) 力及치 못야 其 手로 丙을 구타 부상케
거나 혹 僞製文書에 捺印케 과 如 事”를 타인의 강제적 힘에 억제되어
유형적인 육체의 자유를 상실함에 따라 하게 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流配
罪人이 謫所로213) 發向214) 際에 海路에셔 폭풍을 인야 絶海孤島에 漂着되
야215) 上陸과 如 事”는 인류 이외의 강제력에 억제되어 유형한 육체의 자
유를 상실함에 기인한 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의 태도에 따르면 전자의
사례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혹은 절대적 폭력에 의해 행위가 아닌 것으
로 판단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 사례로 판단
할 수 있다. 다만 장도는 전자의 사례는 형법초안이나 일본형법 규정에 포함
되는 사례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216)

有形의 自由라 은 隨意로 肉體의 擧動을 謂이라217) 故로 유형의 자유를 喪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어떠한가.
가리킴이오
장도(1908), 『형법총론』, 110면.
마지못하여 이끌려
귀양지로
향하여 출발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뭍에 닿음
장도(1908), 『형법총론』, 110면.
일컬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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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에 起因 擧動은 其 抑制 避 者의 所爲라 云을 부득지라 然則右218)의
사례에 當야 甲의 手로 丙의 身體 毆打야 負傷케 거나 僞造文書에 印章을
捺얏슬지라도 원래 甲의 소위가 아니라 甲의 手 機械와 如히 使用 乙의 所爲
오

장도는 위와 같이 전자의 사례에 있어서 갑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갑은 단순히 기계와 같고 실제로 행위를 한 것은 을이라 보
고 있다. 이 점은 절대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에게 피강요자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현행법에 대한 해
석의 태도219)와 유사하다. 다만 위 사례에서 갑이 절대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장도는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는 무형의 자유가 없는 경우만을 규
정한 것인가에 대해 우선 당시 일본의 학자 에기 마코토(江木 衷)220)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장도는 에기 마코토의 견해는 부득이 행한 행위에는 유형의
자유를 상실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정신상에 중대한 협박을 받은 경우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무형의 자유를 상실한 바에 그 이유를 두
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권(棄權)221)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222) 이에 대
해 장도는 기권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함을 우선 지적한다. 즉 국가는
우리의 결사적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인정하고 보호함이 권력의 한계이므로
그 범위외에 초과한 바는 위력의 남용이고, 그 범위 내의 행위는 권력의 적용
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권이라는 용어로 무죄의 이유를 설명함은 국가권력의
범위 이외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重大한 脅迫을 當한 자
가 자기를 버리고자 하여도 부득이 하고 타인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부득
218) 그러한 즉 앞의
219) 이재상(2011), 『형법총론』, 353면; 신동운(2011), 앞의 책, 444면; 배종대(2011), 『형법총론』,
480면 등.
220) 에기 마코토(江木 衷)는 1858년에 출생하여 1925년에 사망하기 까지 주오대학 강사, 도쿄법학원,
도쿄전문학교 법학부의 강사, 농상무대신 등의 비서관, 변호사로서 활동한 일본의 법률가이다. 에기마
코토는 1887년에 『현행법법론(現行法汎論)』, 1892년에 『현행형법원론(現行刑法原論)』등을 출간하
였다고 한다<“에기 마코토의 형법이론,” 吉川經夫 外 編著(2009), 허일태 외 공역, 『일본 형법이론사
의 종합적 연구』,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66면 이하 참조>.
221)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
222) 장도(1908), 『형법총론』,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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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으로써 법률상에 정신의 자유를 失한 자로 推測 바 別로 一点의 不
可이 無”223)하다고 보면서 이러한 이유로 부득이한 행위에는 정신의 자유를
상실한 경우를 무죄로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 규정형태에 있어서 일본형법(1880년)은 제75조224) 제1항에서 타인에게 강
제되어 자유를 상실하는 경우를, 동조 제2항에서 피치 못한 위난의 경우를 규
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장도는 항거하지 못할 강제와 피하지 못할 위난
을 이와 같이 두 개의 항에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225) 이러한 태
도는 형법초안 제9조에 1개의 조항으로 두고 있었던 것과 일치하며, 이의 타
당성에 대해 강제와 피하지 못할 위난의 경우에는 그 부득이 발생한 결과에
있어서 무죄로 됨은 일반이므로, 원래 이를 법문상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해
석하였다.226)
다만 장도는 형법초안에 따라서 긴급피난 대상자를 항거하지 못할 강제와
피하지 못할 위난의 경우를 당한 경우 자기 또는 친족이나 법으로 보호하거나
의뢰하는 자의 신체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행위로 한정하는 것으
로 보고 있어서, 이는 현행형법의 태도나 당시 일본형법 초안과 비교하여 보
아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아의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음식물을 절취한 경우에 있어
서, 장도는 “自由의 喪失은 自己 心中에 在호 此 生케 원인은 外界의
現像에 常存 바 注意진대 또한 무죄로 논함이 可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227) 오늘날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의 경우 자기의 생명을 지키
기 위해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한 그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도는 당시의 법률의 해석에 비추어
사경을 헤매게 된 원인을 사회의 현상에서 찾으면서 외부의 상태로부터 강제
된 것으로 보아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장도는
형법에서의 강요된 행위의 성립범위를 현행 우리 형법에서의 것보다 더 넓게
223)
224)
225)
226)
227)

장도(1908), 『형법총론』, 114면.
1880년 일본형법 제75조의 내용은 전술 42면 참조.
장도(1908), 『형법총론』 116면.
장도(1908), 『형법총론』 116면.
장도(1908), 『형법총론』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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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형법 제정 당시 입법과정 및 논의
가. 법전편찬위원회 초안 제22조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되기 전까지 형사사건에 대하여 조선형사령
(1912년 제령 제11호)에 따라 1907년에 제정된 일본형법을 의용, 적용하였다.
해방 후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에 이르기까지 약 2년 11개월간의 미군정
기에는 군정법령(1945.11.2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서 대부분의 법령이 폐기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종래의 형법도 계속 유지되었다.228) 그러
나 독립국으로서 고유의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229) 이를 위해
1947년 ‘법전기초위원회(법제편찬위원회로 통칭) 설치’를 시작으로 동년 10월
20일 10분과위원회 설치 및 1948년 헌법 제정·공포 및 정부수립을 거쳐, 동년
9월 15일 ‘법전편찬위원회’가 조직되었다.230) 1947년에 조직된 법제편찬위원회
중 형법 총칙은 양원일 위원이, 엄상섭 위원이 형법 각칙의 기초를 담당하여
요강을 작성하였다.231) 형법요강은 법체편찬위원회 형법분과위원회와 동 총회
에서 순차로 의결되었으며, 1948년 7월에 공간되었다.232)
형법요강에서 긴급피난규정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위법성
조각의 표현을 ‘벌하지 아니한다’로부터 ‘죄로 되지 아니한다’로 바꾼다”고 한
점이다.233) 둘째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을 ‘필요성’으로부터 ‘상당
228) 이형국(1984), 『형법총론연구 I』,41면 참조.
229) 당시 법전편찬의 필요성에 대한 대표적인 글로는 효당학인(1948), “법전편찬에 대하여”, 『법정』,
제3권 제6호, 통권 제20호, 1948.6, 10-11면[이 글은 신동운(2005),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
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53-61면에 재수록됨) 및 엄상섭(1948), “형법요강해설”, 『법정』, 제3권
제9호, 통권 제23호, 1949.10, 18면[이 글은 신동운/허일태 편(2003),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45-66면 및 『형법 제․개정 자료집』, 19-31면에 재수록 됨].
230) 제15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55호(1953. 4. 16)-김병로 대법원장의 초안설명;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자료집』, 114-115면 참조.
231) 엄상섭(1948), “형법요강해설,” 18면; 이는 법정, 제2권 제11호, 1947.11, 36면에 게재된 ‘법제
편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 표는 『형법 제․개정 자료집』, 6-7면에 재
수록됨).
232) 『법정』, 제3권 제7호, 1948.7., 45면 이하.
233) 신동운 교수는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입법태도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
다: 자세한 분석으로는 신동운(2000), “공범론조문체계의 성립에 관한 연혁적 고찰,” 『우범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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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완화한다고 한 점이다.
형법제정작업 도중 양원일 위원이 서거함으로 인하여 김병로 위원장이 총칙
기초를 자담하고, 엄상섭 위원이 각칙을 담당하여 가안을 탈고하게 되었다. 그
후 이 가안은 김병로를 위원장으로, 이인, 권승열을 부위원장으로, 최병주, 김
갑수, 엄상섭 및 정윤환 등 네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률안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1949년에 이르러서야 법전편찬위원회 최종초안이 작성되었다.234)
법전편찬위원회 초안에서의 긴급피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부초안은 법전편
찬위원회 초안에 간통죄 쌍벌규정 조문을 추가한 것만 다를 뿐 나머지는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235) 아래 규정은 법전편찬위원회 초안 및 정부초안 제22조
로 표기하였다.

법전편찬위원회 및 정부 형법초안 제22조236)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필요행위는 벌하지 않는
다.
피난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초안은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 및 형의 감면’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체계상 현행 형법과 다른 점은 없다. 다만 현행 형법과 다른 점
은 “필요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엄상섭 의원은 필요
행위라는 이 부분이 상당한 이유로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설명한 부분
에서 기술하기로 한다.237) 법전편찬위원회 초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
치면서 수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동성사, 2000, 73면 이하 참조.
234)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 자료집』, 34면.
235)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 자료집』, 41면 각주 21) 참조.
236)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 자료집』, 46면. 밑줄은 필자가 넣은 것임.
237) 후술 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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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22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22조[긴급피난]238)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위의 정부초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요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가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로 수정되어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위 수
정안은 본회의 제16회(임시회) 10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엄상섭 의원은 형
법 제21조(정당방위)의 ‘필요성’이 ‘상당한 이유’로 바뀐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필요한 행위라고 할 때에는 너무 융통성이 없으니까 우리의 양식을 가미해가지고
어떠한 때에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아지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서 그 때 그 때의 형편에 따라서 교주고슬(膠柱固瑟)이 되지 아니하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옛적에 말하던 필요성 이라는 것을 상당성으로 고치자는 것이 근
대형법학설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말[썽]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는 그때에는 필요행위라고 하고 그 해석은 학설에 맡겨두고자 했는데 암만해도
이 ｢필요｣라는 글자가 들어 있어서 학설에다가 맡겨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역
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상당성｣으로 고쳤다는 것이 법제사법
위원회 수정안의 취지입니다.239)

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제22조에서도 ‘필요성’을 ‘상당한 이
유’로 수정하자고 하였고, 이 안은 동의를 거쳐 통과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
다.240)
이와 같은 상당한 이유의 입법 배경에는 정당방위의 신축적 적용을 가능하
238)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 자료집』, 46면. 밑줄은 필자가 넣은 것임.
239)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자료집』, 144면.
240)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자료집』,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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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만약 치안질서가 교란되는 상황이라
면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의 중점
은 자연히 ‘필요성’요건이 가져오는 정당방위의 엄혹성을 완화하는 쪽으로 옮
겨가게 된다.241)

현행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하지만 위 자료만으로는 입법자가 이러한 입법을 하면서 긴급피난을 책임조
각사유로 보았는지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았는지에 대해 그 의사를 추론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 수정안 이유에 따르면 정당방위에서와 같
이 긴급피난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 것을 통해 그 엄혹성
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왜 이렇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정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
었고, 입법자 역시 긴급피난의 논점에 대해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러한 점들은 형법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엄상섭의 논문242)에서 일부 확
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형법 제22조 제정당시 논의 및 입법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엄상섭의 글을 통하여 긴급피난의 본질을 알아보도록 하자.

241) 신동운(2011), 『형법총론』, 285면.
242) 형법 제정당시 엄상섭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로는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법조협회잡지』,
제1권 제5호, 통권 제5호, 1949.8, 1-20면, “형법요강해설(1),” 『법정』, 제3권 제9호, 통권 제23호,
1948.9, 18-19면 및 “형법요강해설(2),” 『법정』, 제3권 제10호, 통권 제24호, 1948.10, 13-14면이
있고, 형법 제정후에는 “우리 형법전에 나타난 형법 민주화의 조항,” 『법정』, 제10권 제11호, 통권
제79호, 1955.11, 3-7면 등이 있다. 위 논문들은 ‘신동운/허일태 편(2004), 『효당 엄상섭 형법논
집』, 서울대학교 출판부’에 재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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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엄상섭의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엄상섭 의원은 각칙의 기초를, 김병로 대법원장이 당시에 총칙의 기초를 담
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두 사람이 형법의 입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였다. 따라서 엄상섭 의원이 1949년에 법조협회잡지에 발표한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을 통해 입법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긴급피난의 본질 및 강요된 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이 글에서 다
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위 형법총칙초안심의위원회에서는 프랑스 형법 제64조와 동일 취지에서 입안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
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형법총칙초안
제13조)’라는 것이 긴급피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
었다.
형법상의 책임론에 있어서 규범적 책임론이 우세하게 되는 경향(이 점에 대해서
는 다시 비견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에 감하여, 또 우리 형법초안도 그 영향
아래에서 전기 조문을 신설케 되었으므로 금후의 형법이론 체계화에 있어서 긴급행
위의 본질을 여하히 관념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
예상되므로 나는 이에 대하여 약간의 고찰을 시설하여볼까 한다.243)

즉 엄상섭 의원은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해 책임조각, 위법성조각, 이분설 등
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동시에 강요된 행위 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해결을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긴급피난의 권리성에 대하여 엄상섭 의원은 긴급방위는 권리행위임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방임행위로 한다는 종래의 통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긴급피난의 권리성을 인정하고자 한다.244)

243) 엄상섭(1949),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신동운/허일태 편(2004),『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서울대
학교 출판부, 102면(이 논문의 원문은 『법조협회잡지』, 제1권 제5호, 통권 제5호, 1949.8, 1-20면
에 게재되었음).
244) 엄상섭(1949),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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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얼마나 불철저한 이론이냐? 첫째로 긴급피난을 권리인 행위인 때와 방
임행위인 때와의 이원적으로 관념함이 부당하고, 둘째로 형법상에서 방임행위의 관
념을 인정함이 불가함은 앞에서 말한 바이며, 셋째로 수인의무의 유무를 법익의 대
소에 의하여 결정하려 함은 형식논리적으로는 양과 질을 혼동하는 유론에 빠졌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실질적 의미에서도 그 합리적 근거가 명료치 못한 것이다.

즉 이에 따르면 엄상섭은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는 그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대이익을 위한 소이익 침해’에 있어서는 권리행위라고 한다.245) 엄상
섭 의원은 이러한 긴급피난을 포함하여 긴급방위(정당방위), 자구행위의 공통
점을 1차적으로는 권리성에서 2차적으로는 긴급성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위 세 행위를 묶어서 긴급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246)
다음으로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마키노 교수의 이분설에 대해 엄상섭은
“(1) 긴급행위 제도의 본질을 통일적으로 파악치 못하고 결국 이원론에 빠졌
으며, (2) 따라서 관념의 혼동이 청산되지 못하였고, (3) 그렇기 때문에 독일
학자들의 설례한 전기의 경우에 있어서 미수범이 성립된다는 구제할 수 없는
오단에 빠지고 말았다247)”고 평가하여 위법성은 객관적인 징표로서 파악하여
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엄상섭 의원은 “기대가능성의 사실적 기초인 부수사정은 범죄구성요건
의 외부에 있으면서 행위자의 동기구성에 영향을 주는 점에 있어서 긴급행위
의 객관적 요건과 동일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사정이 비정상
적임으로 인하여 기대가능성이 결여된 때에는 책임성이 조각되고, 실질에 있
어서 비정상적인 부수사정의 일 장면인 긴급행위의 객관적 요건의 구비에 있
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248) 한편 긴급행위제도의 독자적 가치에 대
해서는 ‘비정상적인 부수사정’ 중 가장 현저한 것을 선택한 것이 긴급행위이
고, 그 외의 ‘비정상적인 부수사정’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
에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이 이론구성에 모순이 없다고 한다. 결국 긴
245)
246)
247)
248)

엄상섭(1949),
엄상섭(1949),
엄상섭(1949),
엄상섭(1949),

“긴급행위에
“긴급행위에
“긴급행위에
“긴급행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시론,”
시론,”
시론,”
시론,”

앞의
앞의
앞의
앞의

책,
책,
책,
책,

104면.
106-107면.
112, 119면.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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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위는 순객관적인 위법성의 문제로, 비정상적인 부수사정은 순주관적인 책
임문제로 관념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249)
한편 엄상섭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비정상적 부수사정’을 책임조각사유임
을 분명히 하면서, ‘강요된 행위’를 비정상적인 부수사정 중 현저한 것의 하나
로 보고 있다. 엄상섭 의원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제12조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되었는바 이는 각칙 본조 소정의 형벌조건을 완화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억울한 사
정을 형법의 세계에서도 참작하여 국민에게 원한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니, 종전의
형법에 비하여 민주화에 진일보를 한 것이다. 이 조문을 규범적책임론의 위치에서
형법이론을 구성하는 학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한 개의 예시라고 볼 것
이고, 개인의 의사의 자유를 경시 내지 부정하려는 사회법학적인 처지에서 형법학
설을 전개키려는 사람은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심오한 형법
학자들만이 형법운용의 임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바인즉, 이 조문은 수사관과 재
판관에게 계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각칙 소정의 구성요건 해당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제21조의 정당방위나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치 아
니할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되기 쉬울 것이나, 이 조문에 비추어서
강요된 행위일 때에는 그 처벌치 못함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국가기
관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연한 노력만 하게 됨이 미연방지가 될
터이고 행위자는 죄인 처우를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그 동안의 손해가 막대
할 것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 조문이 무시된 사례로는 공비의 출몰이 심한 지방
에서 공비가 불의에 내습하여 의식을 제공치 않으면 즉석에서 사살하는 위협을 받
었을 때에 피위협자는 부득이 공비에게 의식을 제공하였을거늘, 이 피위협자가 국
가보안법 제4조에 의하여 처단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250)

요컨대 엄상섭 의원은 긴급성이 요구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
을 긴급행위로 보면서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
12조의 강요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것이 책임성의 문제로서 ‘비정상적 부
249) 엄상섭(1949),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앞의 책, 128면.
250) 엄상섭(1955), “우리 형법전에 나타난 형법민주화의 조항,” 신동운/허일태 편(2004), 앞의 책,
74-75면(이 논문의 원문은『법정』, 제10권 제11호, 통권 제79호, 1955.11, 3-7면에 게재되었으며,
신동운 편(1990), 앞의 책, 546면이하에도 재수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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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 중 하나로 해석하면서 강요된 행위와 비정상적인 부수사정 사이에는
양의 차이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한다.251) 또한 강요된 행위의 조문인 당시
의 초안 제13조(현행 형법 제12조)와 같은 조문은 기대가능성이론이 형법학계
에서 일반적으로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 존치가치가 없어질 것252)이라고 끝맺
고 있다.

라. 형법제정 당시의 학설
현행 형법이 제정되기 전에 긴급피난 규정의 해석은 일본형법 제37조에 대
한 해석이었다. 이 규정의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다.
우선 사물에 관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해석하고, 생명ㆍ신체에
관한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253) 이 견해는 형법 제
37조가 법익권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소위 사물에 대한 긴급
피난의 경우에는 법익권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생명ㆍ신체에 관한 긴
급피난에 있어서는 구체적,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측정할 표준이 존재하지 않
으므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그중의 하나가 다른 법익을 침
해함이 법률상 허용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사
물에 대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은 비난
가능성 즉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법익권형성이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로 해석하는 견
해도 있다.254) 이 견해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은 행위자에 있어서의
기대가능성의 유무에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으며, 행위자에 있어서 기대가능
성이 없는 때라 할지라도 법익균형성을 결하는 때에는 긴급피난이 될 수 없다
는 점을 그 근거도 들고 있다. 또한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리행위인 정당방위와는 다르게 방임행위로 보아야한다는 점도 그 논거로 들
고 있다.

251)
252)
253)
254)

엄상섭(1949),
엄상섭(1949),
이건호(1952),
장승두(1950),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앞의 책, 128면.
“긴급행위에 대한 시론,” 앞의 책, 129면.
『형법강의(총론)』, 청구문화사, 128면.
『형법요강 총론ㆍ각론』, 청구문화사,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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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긴급피난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현재의 위난, 법익의 한정(생명,
신체, 자유, 재산), 피난행위, 보충의 원칙, 법익비량의 원칙을 드는 견해가 있
다.255) 이에 반해 다른 견해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혹은 재산
을 한정적인 법익으로 들면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행위(보충의 원
칙), 법익균형의 원칙을 그 요건으로 들고 있다.256) 이러한 긴급피난의 해석은
일본형법 제37조에 일본학자들 주로 마키노 에이이치(牧野英一), 미야모토 아
이츠(宮本英脩), 코케 요시오(江家義男) 등의 학설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우
리 고유의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의 입법자는 긴급피난 규정을 도입함
에 있어서 ‘필요성’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 각칙부분의 기초를 담당했던
엄상섭 의원은 긴급피난의 성질에 대해서 위법성조각사유일 뿐이고 책임조각
사유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책임조각의 사례를 한정시키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이기도 하다. 하지만 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2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이 규정은 그 해석상 긴급피난의
책임조각사유적인 성격을 도출할 수 있다.
또 객관적 위법성만을 대상으로 긴급피난의 성질을 파악한 엄상섭의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근래의 학설은 형법 제22조 제1항
의 해석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나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에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의 두 가지가 존재함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257) 하지만 엄상섭 의원이 연구하던 시대에는 이 견해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엄상섭 의원은 각칙부분을 전담하였고,
255) 이건호(1953), 앞의 책, 130면.
256) 장승두(1950), 앞의 책, 76-77면.
257) 김성돈(2009), 『형법총론』, 287면;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08면; 배종대
(2011), 『형법총론』, 373면; 신동운(2011), 『형법총론』, 302면; 임웅(2012), 『형법총론』, 제4정
판, 법문사, 242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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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부분은 김병로 선생이 자담하였다는 점에서 엄상섭 의원의 이러한 시각이
형법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 규정을 위법성조각과 책임조각사유로 해석 할 수 있는 여
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5. 형법개정과정에서의 긴급피난 규정에 대한 논의
가. 1992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 1992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
1953년 9월 18일 형법이 제정된 이래 두 가지 큰 형법개정의 시도가 있었
다. 1992년에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개정법률안(이하 ‘1992년 형법개정안’),258)
1996년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총칙분야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
었던 형법중개정법률안259), 2011년에 법무부가 마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60)
이다. 이 개정안들 중 1992년과 2011년 개정안은 긴급피난과 강요된 행위 규
정을 포함하여 형법전체에 대해 당시의 학설과 판례,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
여 우리만의 형법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1996년 개정안에서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1992년 안과 그 내용이 같으므로 별
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우선 1992년 개정안의 성안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현대화와 산업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발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윤리의식과 사회의 범죄현상
에 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종전의 형벌법규만으로는 새로
운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
었으며, 이는 형법개정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261)
258) 의안번호 140013, 1992. 7. 7. 정부제안 형법개정법률안. 이 안은 1995년 12월 2일 대안으로 반
영되어 폐기되었다.
259) 의안번호 150346, 1996. 11. 21. 정부제안 형법중개정법률안. 이 안은 2000년 5월 29일 제15대
국회의 임기만료료 폐기되었다.
260) 의안번호 1811304, 2011. 3. 25. 정부제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안은 2012년 5월 29일 제18
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61) 법무부(1992),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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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2월 31일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1601호)를 제
정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1985년 6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당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
ㆍ현직 교수 12명, 판사, 검사, 변호사 각 6명, 합계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
다. 또한 같은 날 기초적인 일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도 발족되었다. 형법개정의
첫 번째 단계로 형법개정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1985년 12월 20일
의 제2차 전체위원회에서 7개 항목의 소위원회안이 수정ㆍ채택되었다. 그 내
용은 1.헌법정신을 반영한다. 2. 형법이론에 비추어 범죄론 규정을 재검토한다.
3. 가치관 윤리관의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를 고려한다. 4.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른 범죄화를 고려한다. 5. 형사정책적 요청에 따라 형벌제도를 개선한다. 6.
형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재조정한다. 7. 형법체계와 용어를 개선, 정비한다.262)
등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개정강령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1986년 2월부터 소위원회에서 검
토되어 총칙부분은 동년 12월 15일의 제3차 전체위원회에 보고되고 각칙부분
은 1988년 11월 14일의 제4차 전체위원회에 보고되어 채택되었다.
셋째로 개정시안이 작성되었는데, 기초 소위원회에서 1983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강령에 의거한 시안을 작성하였으며, 1989년 11월부터 1991년 5월 사
이에 법무부의 시안에 대한 검토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1991년 6월 5일
부터 9월 7일 사이에 조정위원회에서 시안과 검토안에 대한 조정안이 만들어
졌다. 여기서 조정되지 못한 13개항에 관하여 10월 19일과 26일의 기초소위원
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 단일안으로 확정하여, 11월 23일의 제5차 전체 위원회
에서 형법시안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시안을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에의 의견조회, 공청회 및 입법예
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1992년 7월 6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형법개정법률안은 동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992년 11월 3일 제159회 국회(정기회) 제8차 회의에서
262) 법무부(1992), 앞의 책,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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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동 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시
된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2회의 공청회(총칙편에 대한 공청회와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국회는
전면개정을 내용으로 한 이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을 전면적으로 채택하지 아
니하였다. 국회는 14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폐기의 우려가 있으므
로 우선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엄격히 발췌, 정리하여 형법중개정법률
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하였고,263) 1995년 12월 2일에 의결하였다. 최소한
의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긴급피난과 관련된 규정은 개정
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이 형법중개정법률을 1995년 12월 29일에
법률 제5057호로 공포하였다.

2) 1992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안 과정에서의 논의
1992년 형법개정안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 중 긴급피난에 대한 논의가 최초
로 이루어진 것은 1985년 11월 22일에 개최된 “형법개정의 기본방향”이라는
세미나에서였다.264)
당시 발표문에서 김종원 교수는 현행형법 초안입안의 기본원칙으로 1949년
에 확정된 법전편찬위원회형법초안 입안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265) 긴급피
난에 있어서는 정당화되는 것과 면책되는 것의 두 가지 경향이 있으며, 이분
설로 입법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요건을 둘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보았
다.266) 이에 대해서는 종합토론이 있었는데, 기록상으로는 이 견해에 대해서
다른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1985년 12월 2일에는 그간의 형법개정작업에 대한 논의를 모은 『형법개정
의 제논점』이 출간되었는데, 당시에 논의된 사항으로 긴급피난규정은 면책되
는 긴급피난과 정당화 되는 긴급피난으로 2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63) 박정근(1995), “형법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형법의 보완개정작업의 시급성,” 『법학논문집』 제
20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1995.12, 379-380면
264)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1985),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세미나 결과보고서-』, 1985.11.22.
265) 김종원(1985),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앞의 결과보고서, 4-5면.
266) 김종원(1985), 앞의 논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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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과 입법경향이 2분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관련 입
법으로는 서독형법 제34조, 제35조와 그리스 형법 제25조, 제32조가 거론되었
다.267) 동 자료집에 실린 김기춘의 “한국형법의 기본방향”에도 당시의 학설과
입법례를 들면서 정당화되는 긴급피난과 면책되는 긴급피난으로 구분하여 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68)
다음으로 1985년 12월 20일에는 동년 11월의 세미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형법개정의 기본방향이 채택되었는
데,269) 긴급피난은 책임능력, 고의, 과실 등과 함께 형법이론에 따라서 개정되
어야 할 범죄론 규정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270) 긴급피난의 세부 개정 방향에
대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화되는 것과 면책되는 것 두 가지 측면
으로 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271) 독
일형법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논의를 거치면서 계속되는데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
원에서 1986년 6월 30일에 발행한 『형법개정요강심의자료-제1ㆍ2ㆍ3분과위원
회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피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현행대로 두고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는 견해, 우월적 이익의 원칙에 맞는 긴급피난의 경우만이
위법성이 조각되며, 기타의 면책되는 긴급피난과는 따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
해가 대립되고 있었다고 한다.272) 한편 강요된 행위 규정에 대한 재고도 이루
어졌다. 형법 제12조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긴급피난을 이분설식으로 입
법할 때는 삭제하여 면책적 긴급피난에 편입시키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치하되 표현은 재고한다고 하였다.273)
1989년 1월에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아래 설치된 소위원회의 회의결
267)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1985), 『형법개정의 제논점』, 1985.12.2., 13면.
268) 김기춘(1985), “한국형법의 개정방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형법개정의 제논점』,
1985.12.2., 90면.
269)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1985), 『형사법개정자료(VI) -형법개정의 기본방향과 문제점-』,
1985.12.30.
270)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1985), 앞의 책, 1985.12.30., 12면.
271) 이 견해로 황산덕 교수와 김종원 교수(앞의 세미나 결과보고서 자료집, 90면)의 것을 들고 있다.
272)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소위원회(1986), 『형법개정요강심의자료-제1ㆍ2ㆍ3분과위원회 보고서』,
1986.6.30. 16면.
273)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소위원회(1986), 앞의 책, 1986.6.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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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취합한 『형법개정요강 소위원회심의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시 회의결
과에 따르면 긴급피난에 대한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안과, 2분설의 입장
에서 구분하여 규정하자는 안을 표결에 붙인 바, 9:2로 현행규정을 존치하자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되었다고 한다.274) 이와 관련하여 참고한 입법례로는 서
독형법 제34조, 제35조, 오스트리아 형법 제10조, 스위스 형법 제34조, 그리스
형법 제25조, 제32조, 대만형법 제24조, 일본형법초안 제15조, 이탈리아 형법
제54조를 들고 있다.275) 이러한 긴급피난의 현행규정 존치와 관련하여 강요된
행위 규정도 존치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다만 표현을 재고하기로 하였다.276)
1992년 8월에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형법개정시안이 발표되었고, 이
와 함께 형법개정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시안에 따르면 긴급피난 규정은 제17
조로 규정을 이동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을
구분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다만 제22조 2항에 규정된 “위난을 피하지 못
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제17조 제2항에서 “위난에 대처하여야 할 업무상
의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긴급피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자의 범
위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규정하였으며,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여
지를 두어 법관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하였다. 강요된 행위
에 있어서도 시안은 제12조를 제24조로 바꾸면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
는’을 ‘위해를 달리 방어할 수 없는’으로 변경하였다.277)
하지만 이와 같은 시안에 대해 공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
다. 이형국 교수는 시안 제17조의 긴급피난 규정은 해석상 정당화적 긴급피난
으로 이해되며 긴급피난의 본질상 면책적 긴급피난규정도 신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였다.278) 또한 허일태 교수도 시안 제17조와 제24조의 규정에

274)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1989), 『형사법개정자료(VIII) 형법개정요강소위원회심의결과』, 1989.1,
36면.
275) 각각의 내용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1989), 앞의 책, 1989.1, 37-38면 참조.
276)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1989), 앞의 책, 1989.1, 52면; 그 내용은 1992년 8월 발표된 형법개정
시안과 같다.
277) 김종원(1992), “주제발표요지,” 『형사법개정자료(XII) 형법개정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1992.8,
33면.
278) 이형국(1992), “토론요지,” 앞의 책, 법무부, 1992.8,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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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비판을 하였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시안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한정된 강요된 행위
에 한해서 면책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와 동등한 법익
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허일태 교수는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인간에게 요구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고, 이러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아야 하는데, 결국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고 보았다. 따라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함으로
써 법관이 판단재량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결국 허일태 교수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현행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대신에 다음과 같은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279)

제24조(면책적 긴급피난)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자
의 생명, 신체 혹은 자유에 대한 위해를 달리 방어할 수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한 위
법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자기가 면책될 사정이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그 오인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한다. 다만, 그 오인의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허일태 교수의 위 시안은 면책적 긴급피난에 있어서 침해되는 법익을 생명,
신체, 자유로 한정하고 있다.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
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난행위자의 어떤 법익을 보호의 대상으로 할 것
인가에 대해 현행 형법 제22조 제1항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피난행위자의 재산을 태워버린다고 하
여 강요된 행위의 경우에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280)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허일태 교수의 안은 독일형법 제35조
의 규정에서와 같이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279) 허일태(1992), “토론요지,” 『형사법개정자료(XII) 형법개정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1992.8,
64-67면.
280) 이정원(2012), 『형법총론』, 신론사,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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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81)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을 토대로 1992년 10월 법무부는 『형법개정법률안 제
안이유서』를 통해 형법개정법률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는 1985년 형사법개
정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 무려 7년간에 이르는 대 작업의 결과였
다. 1992년에 법무부가 제시한 형법개정법률안에서 긴급피난 규정은 다음과
같다.282)

제17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에 대처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규정의 제안이유는 시안에서와 같다. 즉 업무상 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
는 것으로 하면서,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을 인정한다고 하였다.283)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도 시안에서
와 같이 ‘방어할 방법이 없는’을 ‘달리 방어할 수 없는’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것과 현행 제12조에서 제24조로 조문 순서를 변경한 것 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다.284)
이러한 형법개정과정에서 긴급피난 규정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이나 대법원을 포함한 법률해
석기관의 측면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상당한 이유라는 추상
적인 요건에 대한 구체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더욱

281) 독일형법 제35조는 면책적 긴급피난에서 보호되는 법익의 주체를 자기, 친족 또는 그와 가까운 사
람으로 한정한다.
282) 1996년 법무부의 형법중개정법률안도 제17조에서 긴급피난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1992년의 형법
개정안과 같다.
283) 법무부(1992),『형사법개정자료 XIV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10, 36면.
284) 법무부(1992), 앞의 책, 1992.10,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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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아쉬운 부분이다. 긴급피난의 경우 상당한 이유의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 이익균형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 등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으
며, 또한 대법원의 판결도 몇 가지 요건을 상당한 이유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
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추상적 개념을 통해 정당화되는
행위를 규정할 경우 법원이 이를 구체화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법률
을 통해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을 축소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령 추상
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구체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1992년까지의 강
요된 행위와 긴급피난 규정에 대한 개정논의에서는 이를 이분화 할 것인지에
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다른 논점으로는 현행 긴급피난 규정을 이분설적으로 해결하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해결이 가능하다. 우
리 긴급피난 규정은 위난에 처한 자의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오히려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통해 처벌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 규정이
그 법익을 한정한다거나 또는 긴급피난 규정에 대한 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행 규정의 해
석상 초법규적 기대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할 정도로 공백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을 두는 것은 법관에게 면책
적 긴급피난이라는 규정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법규적 기대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
가 1992년에 제시한 개정안에는 상당한 이유의 세분화, 면책적 긴급피난의 신
설과 같은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
요하다.

나. 2011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 2011년 형법개정안 성립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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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형법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에 법제
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대안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
와 같이 시간상 제약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회변화에 맞추어 시급히 개정되
어야 할 부분만 일단 개정하고자 한 것이었다.285) 이 대안은 1995년 다시 법
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5년 12월 2일 원안가결되었으며, 1995년 12월
29일 공포되었다.
그 이후 정부는 1996년 10월에 1992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형법 총칙편
을

발췌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286) 이 안도 역시 2000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외에도 15대 국회에는 형법을 개정하는 법률안들
이 국회에 2차례 제출되었으나,287)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6대 국회에
는 8차례에 걸쳐 형법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이 중 2001년 11월에 남
궁석 의원등 27인이 제출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규정을 개정하는 형법중개정
법률안과288) 2003년 8월에 심규철 의원 등 22인이 제출한 형법 제37조의 경합
범 규정에 대한 개정법률안289) 만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17대 국
회에서는 16대 국회와 비교하여 더 많은 형법개정법률안들이 제출되었는데,
그 횟수가 총 24차례나 되었다. 이 안들은 정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일부 규정의 개정을 담고 있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
범죄에 있어서 친고죄 폐지,290)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291) 등
사회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법제화하는 것 외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을 추가하는 개정안 등292) 법률 운용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법제화

285) 1995년 12월 2일, 제177회 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6호, 33면.
286) 의안번호 150346, 1996년 11월 21일 제안
287) 의안번호 150150 형법중개정법률안(이정무의원등 17인 외 112인)(이 안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의안번호 151170 형법중개정법률안(이신범의원등 3인 외 21인)(이 안은 수사기
관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음 담고 있음).
288) 의안번호 161112 형법중개정법률안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
정한 명령을 입력,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그 밖에 권한 없는 변경을 가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
리를 하게 함으로써..”로 개정됨.
289) 의안번호 162511 형법중개정법률안(심규철 의원 등 22인)
290) 의안번호 1764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명형규 의원 등 25인)
291) 의안번호 1762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등 11인)
292) 의안번호 176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광 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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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정안도 있었다.
18대 국회에 들어서는 17대 국회에서보다 더 많은 61차례에 걸쳐 형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4개의 개정법률안293)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변경되어 국회 본회의를 거쳐 형법으로 공포되었다. 이 대안은 유기
징역 상한을 3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50년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에 대한 감경,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강간ㆍ추행죄
등에 대한 상습범 규정신설 등을 담았다. 또한 18대 국회에는 세차례에 걸쳐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
다. 제19대 국회(2012년 12월 기준)에서는 27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
되었으며 그 중 7개의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중 5개의 법률안은 법제사법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제안되었으며,294) 2012년 11월 22일 원안가결 의결되어
2012년 12월 7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추행ㆍ간음 목적 약취
ㆍ유인ㆍ수수ㆍ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혼인빙자간
음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위의 법률안 중에서 특히 2011년 3월 25일에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형법총칙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내용
중 긴급피난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의 범위를 위난에 대
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축소하고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으며(안 제
18조 제2항), 과잉피난에 있어서 ‘흥분’을 벌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도
록 하였다(안 제18조 제3항).
이 규정은 1992년에 정부가 제출한 형법개정안과 1996년에 제출한 형법중개
정법률안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2000년 이 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그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것이었다. 이 개정법률안의 성립경위는 다
293) 의안번호 18042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1806248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선영 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1806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등 18인), 의안번
호 18063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8069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
민식 의원 등 11인)
294) 의안번호 19027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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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2007년 6월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난 후 3개의 분과
위원회에서 과제를 심의하였는데, 총칙분야와 관련해서는 1992년 정부안 마련
시의 심의과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임과제, 15대 국회 이후 제출된 개정
법률안 등을 중심으로 제1분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다. 이 소위원회
는 2007년 8월 20일 제1차 회의를 시작하여 총 23차례의 회의를 통해 과제를
심의하면서 생기는 중요한 쟁점과 새로운 과제를 11차례의 전체회의에서 재론
하는 방식으로 총칙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8월 25일에는 이 개정
시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청회가 있었다.295) 그 후 2010년 10월 11일 형사법개
정특별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총칙편 법률안이 확정되게 되었으며, 이
확정된 안이 2011년 3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에 대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개정안의 성안과정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
난으로 이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되었는데,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체계상 현행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와 제22조 제2항
(과잉피난규정)과 중첩되어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요구되고,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을 앞의 규정을 포함하는 식으로 만들면 결국 기대불가능성의 해석론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해석론에 맡기도록 하였다고 한다.296) 1992년 형법개
정안과 2011년 형법개정안은 그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3항에 있어서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제17조
295) 법무부(2011), 『형법(총칙)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2011.4., 3-4면.
296) 법무부(2011), 앞의 책, 29면.

- 83 -

제3항은 과잉방위의 불처벌에 대한 것으로 그 사유 중 흥분을 삭제하였다.297)
법무부는 이유서에서 이를 삭제한 이유로 흥분은 공포, 경악, 당황과 같은 행
위자의 심약한 상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서 오히려 행위자의 범죄적 에너지를
강화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298)

2) 2011년 형법개정안관련 법무부 입장과 학계의 논의
2011년 개정안은 조문순서에 있어서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
자의 승낙, 정당행위 순으로 바꾸었는데, 왜냐하면 정당행위 규정이 위법성 조
각사유가운데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99) 강요된 행위
조문은 제25조에 위치시켰는데,300)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
였다고 한다. 이러한 법무부의 개정안은 범죄체계론의 발전을 수용함에 있어
서 해석상의 입장이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 편의 입장을 들지 않고
법학과 실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자 하였다는 법무
부의 개정 기본방향과301) 다소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학계에서도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는데, 한국형사법학회가 회원
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를 설치하여 2008년과 2009년 형법총칙과 각칙분
야 및 죄수ㆍ형벌분야에 대한 형법개정시안을 발표하였다. 형법개정연구회 개
정시안은 제17조에서 긴급피난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1항의 경우에는
현행 제22조 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의 규정을 제3항에 배치하고, 과잉방위 준용규정을 제2항에 배치하였다. 또
한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을 제4항에 두도록 하고 있다.302) 또한 2010년에 제
297) 2011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
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또는 당황으로 인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98) 법무부(2011), 앞의 책, 30면.
299) 법무부(2011), 앞의 책, 32면.
300) 2011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
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01) 법무부(2011), 앞의 책, 5면.
302) 한국형사법학회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17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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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검토한 형법개정안 검토위원회 개정시안은 앞의 개정연구회 개정시안과
동일하게 제17조에 긴급피난을 배치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행 제22조
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4조에서 책임면제 사유를 신설하여 면책
적 긴급피난 규정을 두고 있다.303) 또한 위 두 개정시안은 현행 제12조를 삭
제하여 이를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법무부의 형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개정안 제
2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제22조 제3항, 개정안 제32조 공동
정범 규정 등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제시한 오영근 교수의 논문,3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반에 대한 형사법학회의 의견305) 등이 학계에서 제시되었
다. 이 중 형사법학회는 위난을 대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긴급피난 규정
을 배제하도록 한 데 대해 업무의 특수성만 고려했던 것을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위난대처의무가 있는 자로 변경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고, 마찬가지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를 든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 않았다.306) 다만 동
의견서는 강요된 행위의 규정을 폐지하고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을 도입할 것
을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강요된 행위의 규정이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책임조각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포괄적인 책임면제사
유로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307) 그리
고 이에 따라서 예시로 제시한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책임면제사유) 자기, 친족, 기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생명, 신체, 자유 기타
②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준용한다.
③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기, 친족, 기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생명, 신체, 자유 기타 중대한 법익에 대한 달리 피할 방법
이 없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제반정황에 비추어 비난할 수 없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
다.
303) 한국형사법학회 형법개정안 검토위원회 개정시안 제24조(책임면제) 자기, 친족, 기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생명, 신체, 자유 기타 중대한 법익에 대한 달리 피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제반정황에 비추어 비난할 수 없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04) 오영근(2010), “2010년 형법총칙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법학논총』 제28집 제2호, 한
양대학교 법학연구소, 5-25면.
305) 한국형사법학회(20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형사법 연구』, 제22권 제4호,
369-388면.
306) 한국형사법학회(2010), 앞의 의견, 376면.
307) 한국형사법학회(2010), 앞의 의견,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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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익에 대한 달리 피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제
반정황에 비추어 비난할 수 없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형사법학회의 의견은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보호되는 자 뿐만 아
니라 보호받는 법익도 한정하여 면책이 되는 범위를 보다 좁히려고 하는 시도
를 하고 있다. 다만 기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기타 중대한 법익을 규정하
여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어 그 적용범위가 넓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기타 중대한 법익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자신의 막대한 재산전체 등도 이러한 위난에 처했을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자유
를 침해하였다고 하면 이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므
로 이러한 법익도 포함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기타 밀접한 자와 관련
하여 자기의 애인 또는 막역한 친구 등도 그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여 이러한
자가 위난에 처했을 경우 이를 구출하기 위한 행위에 비난을 가하는 것은 형
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형사법학회의 의견에서도 현행 긴급피난 규정에 대한 구
체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 이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제5절 소결
독일의 입법자는 1871년에 긴급피난을 형법에 두면서 보호되는 법익을 한정
하였으며 책임조각사유로 규정하였다. 독일의 제 초안에서 긴급피난은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었다. 1909년 예비초안은 위법성조각사유로, 1911년 독일형법 대
안은 책임조각사유로, 1919년 독일형법초안은 위법성조각사유로, 1925년 초안
은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각각 규정하였다. 다만 1925년 초안은 1919년 대안으
로 제시되었던 오스트리아의 1922년 대안 제17조와 제23조의 책임조각사유로
서의 긴급피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한다.
즉 1925년 초안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적인 성격을 띄면서, 한편 민법의
긴급피난 조문이 위법성조각 성격을 갖는 것을 이유서에 명시하고 있다.
1927년에 독일제국법원이 법익형량설을 들어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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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명시화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태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9년에서야 독일연방의회에 의
해 독일 형법의 총칙부분을 개정되면서 제34조의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과 제
35조의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분리되게 되었다.308)
일본은 1907년에 제37조에 긴급피난의 규정을 두었다. 1907년도 형법상 긴
급피난 규정은 이익교량설에 입각하여 제정한 것으로 규정문언상으로 제1문은
위법성 조각을, 제2문은 과잉방위에 대한 책임감면을, 제2항은 위법성 조각 또
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구조상으로는
현행 우리 형법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으나 법익을 제한하는 점, 이익교량
설을 직접 규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1927년 형법예비초안 제19조에서 발전한 일본의 1931년 개정형법
가안 제19조는 지금까지 살펴본 긴급피난 관련 참고규정들 중에서 가장 우리
형법과 유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법익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으로
확장하는 점, 상당성을 규정한 점, 과잉방위 규정의 준용 등의 점에서 우리 형
법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우리 형법과 같이 ‘상
당한 경우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어서 그 본질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바 있다.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모토지 교수
는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성을 둔 이유를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까지 확장시키려는 의도라고 하였고, 마키노 교수는 상당성 원칙은 정당
방위에 관한 스위스 초안 제32조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만 긴급
피난에 대해 스위스 초안 제33조는 기대가능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1918년 스위스 형법초안은 제33조에서 기대가능성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
으며, 이 규정은 1893년의 스위스 형법 예비초안 제18조에서 유래한 것이다.
물론 마키노 교수의 설명과 같이 1918년 스위스 형법초안 제32조의 정당방위
는 ‘상당한 수단’이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상당성을 표현하였으나, 그 의미
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마키노 교수가 스위스 형법초안 제3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정상 위난에 처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그 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때’를 ‘상당한’과 바꾸어 보려고 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마키노 교수는 긴
308) Jescheck/Weigend, AT, S. 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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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피난에 있어서 기대가능성 대신에 ‘상당성’을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
측은 가능하다.
우리 형법의 역사적 입법자 중 한 명이었던, 엄상섭 의원은 입법당시 긴급
피난 규정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엄상섭 의원은 정당방위의 엄혹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격행위와 방위행위 사이
에 ‘필요성’이 아니라 ‘상당성’을 규정하였다고 한다.309) 결국 ‘상당한 이유’
라는 다소 추상적인 요건으로 인해 우리 형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 위법성조
각사유인가 책임조각사유인가의 논의가 비롯되었다. 비록 엄상섭 의원의 글에
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로 판단하고 있지만, 형법총칙 부분에 대해 김
병로 의원이 입법을 자담하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상섭 의원의 견해가 반영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2항과 제1항의 교차적인 해석에
비추어 볼 때도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위법성조각사유만을 담고 있
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에 대해 형법개정과정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1992년 안에서는 이 규정이 위법성조각사유인지 책임조각사유인지에 대해 학
설의 견해가 분분함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현행 규정대로 긴급피난을 규정하면
서 다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를 위난에 대처하여야 할 의무상
의 업무가 있는 자로 그 대상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위난 업무로 하는 사람으
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도 일정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관이 책임감면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2011년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함께 과잉피난에 있어서 ‘흥분’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이 1992년 안과는 차이를
보인다. 흥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개인적인 쾌락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
고 또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보인다. 다만 1992년 개정안과 2011년 개정안에서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
유를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형법은 일반인에게 지켜야 할 금지규범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재판규범으로
309)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자료집』, 144면; 전술 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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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일반인도 이 법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에서 금
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법관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의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최소화해야 한다. 일반인이 법률이 금지하는
범위를 제대로 알지못하면 불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법
관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지 못하면 입법자의 의도대로 법이 집행되지 않고 법
관이 법을 창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
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해석의 여지가 넓게 열려져 있다. 따라서 판례에서 제
시되어왔던 보충성, 이익균형 등의 기준을 법률에 포함시켜 상당한 이유를 구
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형사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도 기대불가
능성이라는 초법규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관에게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
는 것 보다는 학설과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총합하여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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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와 그 성질
제1절 서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서로간의 반목으로 인해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자신과 관계있는 누군가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이익충돌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편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려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
으므로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고자 한다. 자신의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방위와 같이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의
경우도 있다. 반면 자연재해나 물건에 의한 이익침해를 피하면서 자신의 이익
을 보호하려 하다가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의 정당한 이익
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법은 일정한 한계를 두고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
을 허용하고 있다(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난의 원인과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고, 그 위난을 면하는 행위로 이해되는 긴
급피난의 문제는 연혁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 내지 윤리학의 차원에서
거론되어 왔다.310) 카롤리나 형법전에서는 행위자가 아사의 위급상황에서 자
기 또는 처자를 구하기 위하여 음식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긴급피난을 인정하
였다.311)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등 자연법학파는 긴급상태에서는 법질서 그
자체가 파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포이엘바하는 긴급상황을 통하여 야기
된 저항불능의 강압은 책임능력을 배제한다고 하였다고 한다.312) 헤겔은 생명
과 재산이 충돌된 때에는 생명의 편에 긴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
며,313) 이러한 주장은 후일 법익 내지 이익형량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314)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한 논쟁의 실익은 상당한 이유의 판단 범위를 제공할

310) H.Koriath, Das Brett des Karneades, in: JA 1998, S.250ff.
311) Pawlik, Michael,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Walter de Gruyter, 2002, S. 81.
312) Janka, Der strafrechtliche Notstand, 1878, S. 81ff.
313) Hegel, Georg wilhelm Friedlich,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oder Naturrecht und
Staatswissenschaft im Grundrisse (Werke Bd.7), Frankfurt 1986, S.239f.
314) Pawlik,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S. 9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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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형법 제22조가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
정하고 있는 것인지, 면책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규정한 것인지, 또는 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한 이유의 범위는 다르게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긴급피난에서의 상당한 이유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 형법은 긴급피난 행위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효과 측면에서 위법성 조각이나 면책 등
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은 그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러한 긴급피난의 본질과 정당화 근거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긴급피난
의 상당한 이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
점이 될 수 있다.

제2절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
1. 자기보호의 원칙과 공리주의, 연대의무
정당방위에서는 불처벌 근거로 자기보호의 원칙과 법질서 유지의 원칙이 논
의된다.315) 이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공리주의, 연대의무나 자기보호 본능 등이
불처벌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316)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공격을
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반격이 법질서 하에서 허용되는
근거로 먼저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은 규범적인 가
치판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행위라는 ‘자기보호의
315) Bockelmann, Paul, Notrechtsbefugnisse der Polizei, in: Festschrift für Eduard Dreher zum
70. Geburtstag, Jescheck, Hans Heinrich (Hrsg.), Berlin, 1977. 235, 243f; Hirsch,
Hans-Joachim, Die Notwehrvoraussetzung der Rechtswidrigkeit des Angriffs, in: Jescheck,
Hans Heinrich (Hrsg.), Festschrift für Eduard Dreher zum 70. Geburtstag, Berlin, 1977, S.
211, 216f; Lackner/Kühl, StGB, Rn. 1.
316) Meißner, Andreas, Die Interessenabwägungsformel in der Vorschrift über den
rechtfertigender Notstand(§34 StGB), Duncker & Humblot, Berlin, 1990, S. 131ff; Pawlik,
Michael,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Walter de Gruyter, 2002, S. 5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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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들 수 있다.317) 정당방위행위가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불법행위의 시
도를 차단하고 법질서를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 ‘법질서 유지의 원칙’은 정당
방위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318)
이러한 정당방위의 불처벌 근거와는 다르게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는 공리
주의를 드는 입장319)과 연대의무(Solidaritätsprinzip)320)를 드는 입장으로 나누어
진다. 우선 공리주의에 따르면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이익의 최대화를 실현하
는 것이 긴급피난규정이 가지는 의의이므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
다 높은 가치를 가져서 이익최대화가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피난행위가 허용
된다고 한다.321)
이에 대하여 연대의무를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로 드는 견해도 있다. 자기
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이므로 자율성의 원칙(das Autonomieprinzip)과 충돌
한다.322) 자율성의 원칙에 따른 자기 책임의 원리로부터 각 당사자는 자연현
상이나 불행한 우연으로부터 유래하는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
서 타인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긴급피난
은 순수하게 개인주의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연
대의무라는 측면이 부각된다. 독일은 일정한 경우에 구조행위의 부작위가 일
반적으로 분명히 처벌되는데,323) 이렇듯 법에서 연대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의

317) Bockelmann, a.a.O., S. 243.
318) Hirsch, a.a.O., S. 216.
319) Meißner, a.a.O., S. 131; Hruschka, Joachim, Extrasystematische Rechtfertigungsgründe, in:
Jescheck, Hans Heinrich (Hrsg.), Festschrift für Eduard Dreher zum 70. Geburtstag, Berlin,
1977, S. 209.
320) Kühl, Kristian, Zur rechtsphilosophischen Begründung des rechtfertigenden Notstandes, S.
157; Volkmann, Uwe, Solidarität-Programm und Prinzip der Verfassung, Tübingen, 1998, S. 3.
321) Meißner, a.a.O., S. 215; Jörden, Jan C, Interessenabwägung im rechtfertigenden Notstand
bei mehr als einem Eingriffsopfer, GA 1993, S. 247f.
322) Lenckner, Theodor,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 Zur Problematik der Notstandsregelung
im Entwurf eines Strafgesetzbuches (E 1962), J.C.B. Mohr, S. 112.
323) Lackner/Kühl, StGB, §323c Rn. 1에서는 연대의무에 따른 제약의 예로 독일형법 제323조c를 들고
있다. 독일형법 제323조c는 구조불이행을 표제로 하여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하
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구조행위, 특히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 및 기타 중요한 의무의
위반 없이도 가능한 구조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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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이 제약될 수도 있다.324) 단 이러한 연대의무는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현저하게 우월한 경우에 부과된다.325) 위법성조각적 긴
급피난은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연대의무의 관점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를 정당방위와 같이 자기보호의 원칙에서 찾는
입장도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법은 복수의 법익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긴급
한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침해나 위험을 감
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인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의 자기보호본능을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자연
법상 권리로 인정하며, 이러한 자연법상 권리인 자기보호권에 따라서 정당방
위뿐만 아니라 긴급피난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26)
긴급피난상황은 자기유지 또는 보호라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생활을 유지하
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질서 간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
리고 이 두 양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보
존본능만 정당성을 긍정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다.
긴급피난은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
급한 정당방위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여 직접 침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법익보호행위를 행하므로 기본적으로 부정
에 대한 정의 형태를 보인다. 반면 긴급피난의 위난은 위법한 침해에 의해 발
생되는 것에 국한하지 않으며, 피난행위도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에
손해를 주는 것이다. 긴급피난은 정당한 타인의 법익을 희생시키는 국가적 가

324) Kindhäuser, Urs/Neumann, Ulfrid/Paeffgen, Hans-Ullrich (Hrsg.), Nomos-kommentar zum Str
afgesetzbuch, 3.Aufl, Nomos, 2010(이하 Neumann), §34 Rn. 9.; Jakobs, Günther, Strafrecht All
gemeiner Teil 2.Aufl. Walter de Gruyter, 1993(이하 Jakobs, AT), 13 Rn. 1f; Schönke/Schröder/
Lenckner/Perron, §34 Rn.1.;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I, 4. Aufl., C.H.Be
ck, 2006(이하 Roxin, AT I), §16 Rn. 9-11.
325) 단, 이러한 설명은 독일형법 제34조의 설명에서만 가능하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전체적 총합의 관
점에서 보전이익과 침해이익을 비교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보전되는 이익에 비해 단순히 우월한 경우
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형법 제34조는 ‘현저한 우월’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리주의적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326) 박광민(1994), “긴급피난의 정당화 원리,” 『형사법연구』 제7호, 한국형사법학회, 1994, 64-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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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분배의 기능을 가지는 정 대 정의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정당방위
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개인의 법익으로서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그리고 재산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이익은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보다 개인의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
라서 긴급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익형량을 고려할 때도 단순히
전체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월한 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이 아니라 관련되는 법
익 주체들의 고유한 이익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획일
적인 기준과 척도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공리주의 사상이나 개인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하고 공동체 전체주의적 관점에 따라 개인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
할 수 있는 연대의무도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진정한 연대의무는 “개인이 단지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작동하고, 한편으로 전체로서의 공동체는 개인 속에서
작동하고, 개인 속에 존재하고 살고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인격주체들의 법 앞에서의 무차별적 동일성을 강조하고, 사회 조
직 속에서 개별적 구성원이 가능한 한 동일한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하
는 관점을 강조하는 것, 모든 인격에 대해 오직 하나의 유일한 보편적 가치만
을 전제하는 것 등은 진정한 연대성의 의미로 평가되지 못하고 다만 전체주의
적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327)
요컨대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
의 법익을 침해하는 긴급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긴급피난의 정당성
근거는 긴급상황 하에서 피난행위자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타인
의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이 공동체의 연
대라는 측면과 국가적 가치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연대의
무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28)

327) Ritter, Joachim/Gründer, Karlfried/Gabriel, Gottfried (Hrs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liosophie, Bd. 9, Basel Schwabe, 1995, S. 1010ff.
328) 이재상(2011), 『형법총론』, 220면 이하; 이형국(1984), 『형법총론연구 I』, 293면 이하 등도 같
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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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조각인가 책임조각인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있는 행위를 한 자는 범죄에 따른 효과
로써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행위자가 피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하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혹은 비록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일정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에는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라는 처벌의 예외가 있다.329)
긴급피난은 긴급상황에 법질서를 회복시키고 국가의 가치를 재분배하는 기
능을 본질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보호법익의 주체나 종류에 제한 없이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긴
급피난이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을 본질로 한다는 면에서는 자기 또는 친족,
기타 자신에게 심리적 강제력을 가지는 자의 생명, 신체, 자유 뿐만 아니라 그
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법익을 보호한다는 데 한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
능성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에서는 책임을 조각시키는 근
거가 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영미법계에서도 위법성조각, 책임조각의 구별과 그 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330)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구별이 서로 다른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331) 이에 반하여 대륙법계국가인 독일, 일본, 우
리나라 등에서는 위법성조각, 책임조각의 구별을 중시한다. 이러한 구분은 다
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우선 행위의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법규정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에 부합하며 어떤 행위가 부합되지 않는가를 국
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332)
329) Kühl, Kristian, Zur rechtsphilosophischen Begründung des rechtfertigenden Notstandes, S.
148.
330) 근래에는 “justification”과 “excuse”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문헌도 보인다(Herring, Jonathan,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668).
331) Stephen, James Fitzjames, A history of the criminal law of England, 3. Bd, Thoemmes
Press, 1883, p, 11.
332) Ulfrid, Neumann(2000), 정현미 옮김, "Der strafrechtliche Notstand - Rechtfertigungs 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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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의 가벌성 배제 근거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입장
은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목적의 정당성을 중
시하여 이를 위해 상당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다.333) 둘째는 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익과 어쩔 수 없이 침해되는 이
익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작은 이익의 희생으로 보다 우월한 이익을 보전하
는 것이 법질서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다.334)
단 타인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신의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
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생명이나 신체 등의 법익이 관
계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335)
그리고 긴급피난의 불처벌 근거를 책임의 배제에서 찾는 입장은 긴급피난이
부당한 침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정당방위와는 다르게 위난과 무관한 제3자
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스스
로 감당하지 않고 위난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전가시키거나, 또는 타인
의 위험에 개입하여 위난으로 인한 손해를 그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전가시키
므로 긴급피난은 위법하다고 한다. 다만 긴급피난행위는 비정상적인 긴급한
상황 하에 갈등과 충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득이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
의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뿐이고, 규범
적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36)고 한다.
그러나 강요된 행위를 긴급피난의 범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일에서와 달리
우리 형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조각시키는 근거
Entschuldigungsgrund?-," 법학논집/5,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393면.
333) Gallas, Wilhelm, Pflichtenkollision als Schuldausschließungsgrund, in: Bockelmann,
Paul/Engisch, Karl/Maurach, Reinhart, Festschrift für Edmund Mezger zum 70. Geburtstag,
München und Berlin, 1954, S. 325.
334) 김성천/김형준(2012), 『형법총론』, 제5판, 소진, 291면;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
론』, 341면 이하; 정성근/박광민(2011), 『형법총론』, 제5판, 삼영사, 2011, 248면.
335) 정성근/박광민(2011), 『형법총론』, 240면; 이형국, “긴급피난의 본질과 면책적 긴급피난,” 『형사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206면 이하 참조.
336) Eser, Albin/Perron, Walter, Rechtfertigung und Entschuldigung III, Freiburg, 1991, S. 27,
4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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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되는 긴급피난과 강요된 행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도 문
제된다. 왜냐하면 책임을 조각시켜 행위의 적법성을 구하는 긴급피난과 강요
된 행위는 위난에 직면한 긴급상황 하에서 위난과 관계없는 무고한 타인의 법
익을 희생시켜 위난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구조가 같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책임조각을 통해 처벌받지 않게 되는 이유를 적법행위의 기대가
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한다는 측면에서 강요된 행위가 면책적 긴급피난은
서로 차이가 없다. 이렇듯 그 근거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강요된 행위와 면
책적 긴급피난은 서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강요된 행위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긴급
상황하에서 일반적인 면책을 내용으로 하는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경우라
고 해석할 수 있다.
법이론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범적 평가를 얻게 하거나, 혹은
결코 불법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이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없지만, 피해자로 하
여금 긴급상황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감수하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긴급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지만
가벌성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형법학의 역
사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337)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학계
와 실무에서는 긴급행위가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위
법성조각의 근거로 인정되거나 혹은 책임조각의 근거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에서 긴급행위가 객관적인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
으로 평가되는 경우로 인정되거나 혹은 단지 행위자에게 주관적인 관점에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이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소위
이원설(Differenzierungstheorie)의 등장이다.338)
독일에서는 1975년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54조에서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만을 벌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면책사유로 해석되었으며, 또한 긴급피난의 일종
337) Baumann, Jürgen/Weber, Ulrich/Mitsch, Wolfgang,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0.Aufl.,
1995(이하 Baumann/Weber/Mitsch, AT), S. 453: Jescheck/Weigend, AT, §43 III, 1: 이에 관해서
는 이용식(199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형사판례연구』 제3권, 박영사, 100면.
338) Lenckner,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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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급되었던 제52조의 강요된 행위의 규정도 면책사유로 해석하여 왔
다.339)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긴급피난에 대한 계수사적 고찰 부분에서 살펴
본 1927년 독일제국법원의 낙태사건에 관한 판결은 임부의 생명, 즉 인간의
생명은 형성중인 태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익형량의 원칙을 강조하면
서 처음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초법규적 긴급피난을 인정하였다.340) 이 판결
을 계기로 책임을 조각시키는 긴급피난과 판례상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적 긴급
피난의 이원적 체계가 형성되어 논쟁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1975년 형법개정
을 통해서 현행과 같이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이원적
구조를 제도화시켰다.
이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341)은 모든 법익에 대하여 우월적 이익
의 원칙과 행위의 적합성을 근거로 긴급한 상황 하에서의 행위에 대한 법질서
의 긍정적 규범평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명의 위험과 같은 긴급한 상황 하
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권리로서 평가된다342)는 것이다.
한편 면책적 긴급피난은343) 생명 대 생명 또는 신체와 신체 등과 같은 동가
치 법익간의 갈등의 경우에 적용되며 주관적 책임배제 근거로서 평가된다.344)
독일에서는 입법과정을 통해서 긴급피난의 위법성 조각 근거에 관한 논의가
정리되었고, 현재의 논의는 긴급피난 중에서 우월적 이익이 관계되는 경우와
339) 전술 15-16면 참조.
340) 자세한 판결의 내용은 본 논문 제2장(27면 이하) 참조.
341) 독일형법 제34조(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또는 기타 법익에 대한 현재
의 달리 피할 수 없는 위난 하에서, 그 위난을 자기 또는 타인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행위한 자는,
대립하는 이익, 특히 당해 법익들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중요성에 있
어서 본질적으로 우월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단 그러한 행위가 위난을 피할 적합
한 수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342) Meißner, a.a.O., S. 252f.
343) 독일형법 제35조(면책적 긴급피난) ①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현재의 달리 피할 수 없는 위난
하에서, 그 위난을 자기, 친족 또는 기타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책임없이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사정상 특히 행위자가 그 위난을 스스로 야기한
것을 이유로 삼아서 또는 행위자가 특별한 법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행위자에게 그
위난을 감수할 것이 기대될 수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법적 관계를 고려한 경우
가 아니고 행위자가 그 위난을 감수했어야 한 때에는 형을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② 행위시 행위자가 전 1항에 따라서 면책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가 그러한 착오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처벌된다.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감경할 수 있다.
344) Neumann, §35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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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동가치인 경우로 구분해서 전자는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 후자는 책임을
배제시키는 긴급피난으로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피난 행위 중에서 우월적 이익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위법성
조각의 근거로 인정되며, 이 원리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법익이 동가치인 경우 및 법익형량이 어려
운 경우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행위자에게 책임귀속이 배제된
다고 할 수 있다.

3.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의 입법논의
긴급피난은 위난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
당화사유로서의 성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피난 행위 중
에는 비록 그 본질에 비추어 위법성조각을 인정하기는 어려워도 긴급상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위정황에 비추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지 아
니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긴급피난 규정을 정당화 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
면책사유로서의 긴급피난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입법례는 제34조에서 정당화적 긴급피
난을 그리고 제35조에서는 면책적 긴급피난을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고,345) 오
스트리아 형법에서도 제10조에서 면책적 긴급피난의 규정을 두고 있다.346)
345) 독일의 긴급피난 규정은 전술 98면 참조.
346) 오스트리아 형법은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만 있고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은 두고 있지 않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10조(면책적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급박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를 범한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위협받는 손해가 피하려
는 손해보다 지나치게 무겁지 않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에 결부된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다른 행동이 기대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Wer eine mit Strafe bedrohte Tat begeht, um einen unmittelbar drohenden bedeutenden
Nachteil von sich oder einem anderen abzuwenden, ist entschuldigt, wenn der aus der Tat
drohende Schaden nicht unverhältnismäßig schwerer wiegt als der Nachteil, den sie abwenden
soll, und in der Lage des Täters von einem mit den rechtlich geschützten Werten
verbundenen Menschen kein anderes Verhalten zu erwarten war.)
② 행위자가 법령에서 인정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자기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
다. 행위자가 그의 행위가 면책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과실에 기인하여 오인하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Der Täter ist nicht entschuldigt, wenn er sich der Gefahr ohne einen von der
Rechtsordnung anerkannten Grund bewußt ausgesetzt hat. Der Täter ist wegen fahrlässiger

- 99 -

면책적 긴급피난은 우선 피난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따라서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경우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범위
가 축소되어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이 인정될 것이 아니라 친족이
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될 긴급피난의 범위가 수밖에 없다. 그
리고 보전되는 법익도 생명이나 신체 등 고도의 인격적 법익의 경우로 한정된
다.
위난을 피난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법리와 같은 이치로
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위난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요구되는데 이는
이미 위난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거나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위난의 발생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교적 엄격한 조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면책적 긴급피난은 그러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
지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책임귀속이 배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기나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난으로 인하여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 하에 놓이게 되
고, 이에 대응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규범을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책임귀속을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347)
면책적 긴급피난은 행위자나 그 가족 혹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
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난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없는 동기의 압박이
심해서 자기 결정을 현저히 제한하는 결과로 연결된다고 보아, 평균인에게 요
구되는 규범준수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
다.348) 또한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 이외에 생명, 신체 또는 자유라는 법익

Begehung zu bestrafen, wenn er die Voraussetzungen, unter denen seine Handlung
entschuldigt wäre, in einem Irrtum angenommen hat, der auf Fahrlässigkeit beruhte, und die
fahrlässige Begehung mit Strafe bedroht ist.)
347) 이형국(2007), “긴급피난의 본질과 면책적 긴급피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11면 이하
참조.
348) 이용식(199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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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위함으로써 결과불법이 감소되고, 행위자가 추구한 정당한 목적에 의해
행위불법도 감소하므로, 불법감소와 함께 행위자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규범
에 합치되는 자기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책임비난이 조각되거나
또는 현저히 감경된다고 하는 견해349)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적 책
임론의 입장에서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 등의 형벌목적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
성이 없다는 형사정책적 관점,350)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과 더불어 법익균
형의 원칙에 입각한 고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351)
우리나라에서 면책적 긴급피난의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긴급
피난 규정은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으로 해석하고 면책적 긴급피난의 경우에
는 별도의 규정 없이 강요된 행위나 혹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과잉긴급피난의 규정으로 그리고 그 밖의 경
우는 일반적인 책임배제사유인 기대가능성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352) 비판이 함께 제기되었다.

4. 면책적 긴급피난의 인정가능성과 한계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긴급피난의 위법성조각사유 인정가능성 문제는 정당
방위에 비해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긴급피난이 부당한 침해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당방위와 달리 위난과 무관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과 위난의 성격이 규범적으로 반드시 위법함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자신이 감당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제3
자에게 전가시키거나 타인의 위난상황에 개입하여 그 피해를 위난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긴급피난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긴급피난은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공리주의의 이념이나 혹은 연대의
무 등에 의지하여, 이익형량을 통해서 보다 중요하거나 큰 법익을 보호하고
다소 경미하거나 작은 법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차원

349)
350)
351)
352)

Pawlik, Michael,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Walter de Gruyter, 2002, S. 294ff.
Roxin, AT I, §22 Rn. 4.
Lackner/Kühl, StGB, Rn. 11.
손해목(1998), 『형법총론』, 473면; 차용석(1988), 『형법총론강의(1)』, 577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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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익형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생명이나 혹은 신체 등
의 이익이 관련되는 경우와 또는 동가치적 이익 사이의 긴급피난은 이른바 면
책적 긴급피난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위법
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주장은 찾기가 어렵다.

가. 면책적 긴급피난 관련 영미법상의 사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영국 해상법과 관련된 다음의 사례들은
생명과 관련된 긴급피난과 동가치적 이익형량이 문제되는 긴급피난의 불처벌
가능성이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준다.

a)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호 사건
1841년 3월 13일 미국 선박 윌리엄 브라운호는 17명의 승조원과 65명의 승
객을 태우고 리버풀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향해 출항하였다.353) 브라운 호
에는 65명의 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계의 이주민들이 있었다. 브라운호는 38
일간의 항해 후 4월 19일 밤 경 캐나다 뉴펀들랜드 부근의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고, 급속하게 침수하기 시작하였다.354) 다행히도 32명의 승객과 1등항해사
를 포함한 8명의 승무원은 큰 보트에, 선장과 8명의 승무원, 1명의 승객은 작
은 보트에 옮겨탈 수 있었다. 구명보트로 구조를 기다리던 중 선원 홈즈
(Holmes)가 상관의 허락 아래 많은 남자들을 배에서 밀쳐내서 익사하게 하였
다. 그렇게 해서 보트가 침몰하지 않게 되었고 간신히 구명보트에 남아 있는
일부 승객을 무사히 생존하게 하였다. 홈즈는 필라델피아에서 기소되었고 고
의적 살인죄로 6월 징역형과 벌금 20파운드를 선고받았다. 필라델피아 주법원
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극적 결정을 내려야 할 긴급피난
상황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승객들을 밀어내기 전에 선원들이 먼저 생명을 희
353) Katz, Leo, Bad Acts and Guilty Minds: Conundrums of the Criminal Law,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 18.
354) Hall, Jerom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Lawbook Exchange Ltd., 2005, p.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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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어야만 했다고 판단했다.355)

b) 미그노넷(Mignonnette)호 사건
1884년 5월 19일 미그노넷호는 호주에서 선원 4명을 태우고 영국을 향해 출
항하였다.356) 미그노넷호는 항해 도중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 남아프리카
연안에서 침몰하게 되었다. 조난된 선원 4명은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였다.
하지만 바다에서 떠다닌지 보름이 지나자 선원들은 더 이상 갈증과 배고픔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4명의 선원 중 17세였던 선원 1명은 갈증을 견
디지 못한 나머지 바닷물을 마셔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러자 일부 선원은 그
선원이 가족도 없고 어차피 병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전에 그를
죽여 식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주저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살인조차 바다의 관습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 선원이 바라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의식이 없던 그
선원을 살해했다. 그 후 세 사람 모두 그 고기와 피를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자 그들은 지나가던 배에 구조되게 되어 영국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려지게 되
었고, 선원 중 두 사람(Dudley와 Stephens)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357)
피고인들은 한 사람을 죽이고 먹은 행위는 나쁘지만 다른 세 사람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또 죽은 선원의 병
이 악화되어 어차피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 그에게는 아무런 가족이 없
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기들의 그런 행동은 현행법으
로는 위법일지 모르지만 바닷사람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관습법에
따른 것이므로 용서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358)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조난당한 구명정에서는 필요하다면 식인행위로

355) Katz, Ibid, p. 17.
356) Katz, Ibid, p. 22.
357) R v. Dudley and Stephens (1884) 14 QBD 273.
358) Mallin, Michael. G., "In warm blood: Some historical and procedural aspects of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34 (2), 1967, 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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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관습법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살인행위에 직접 가담한 두 사람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그 후 두 사람의 형은 6개월의 구금형으로 감형됐다.359)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바다의 관습으로 정당화되었던 바다
위의 식인주의(cannibalism)라는 형태로 영국 선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인정
해왔던 긴급피난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60)

c) 에섹스(Essex)호 사건
에섹스호는 1819년 8월 미국 메사츄세츠주에서 출발하여 1820년 11월 20일
갈라파고스 제도 앞바다에서 거대한 향유고래 한 마리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
였다.361) 선원들 대부분은 배가 공격을 받을 당시에 고래잡이 보트를 타고 있
었는데, 몇 주에 걸친 항해 때문에 결국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배의 생존자들은 사망자의 시체로 겨우
연명하다가 4명 중 제비뽑기를 통해 생존자 중 1명인 오웬(Owen Coffin)을 살
해한 후 인육으로 다시 연명하다가 그들 중 2명이 구조되었다.
이 사건이 미그노네트호 사건과 다른 점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서 자신의 동의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에 있어
서 이익교량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다.362) 즉 이익교량의 관점에
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
만, 침해당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불처벌의 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점이다. 즉 이익교량을 전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포함하여 교량하
는 것이라 본다면363) 그 점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동의도 충분히 고려의 대상
359) Kaplan, John/Weisberg, Robert/Binder, Guyora, Criminal law: Cases and Materials, 7th ed.,
Wolters Kluwer, 2012, p. 573.
360) Hanson, Neil, The Custom of the Sea: The Story that Changed British Law, Doubleday,
1999, pp. 280-288.
361) Walker, Andrew, Is Eating People Wrong?: Great Legal Cases and How they Shaped the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1, p. 22.
362) Goldstein/Dershowitz/Schwartz, Criminal Law : Theory and Process, 1974, p. 1029.
363) Hilgendorf, Eric, Forum: Zwischen Humanexperiment und Rettung ungeborenen Lebens Der Erlanger Schwangerschaftsfall. In: JuS 1993, S. 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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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형량
위 사례와 같이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긴급피난의 경우에 이를 어떻게 판
단할 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 여러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생명이라는 지위를 수량화하고
계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364)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언제
나 인정될 수 없으며, 어느 것에 더욱 비중을 많이 두는 것도 항상 조심스럽
게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생명이 다른 인간의 생명과 함께 위험에 빠진 곳에
서, 인간의 생명을 단순히 계산항목으로 취급하는 것은 도덕원칙에 반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계산금지 원칙
을 찾아볼 수 있다. 동 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판단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위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생명을 희생시
켜도 좋다는, 생명 대 생명의 포괄적인 교량은 구체적인 개별생명체를 각기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른 생명을 구출할 수 있다는 목적
만을 가지고 개별생명의 보호가 포기되어서는 안된다...누구의 생명이든 가치
는 동일하며, 따라서 어떠한 상하의 차별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또한 양적 측
면 즉 다수의 생명을 구출한다는 이유를 소수의 생명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
는 것이다.”라고 한다.365)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질서 전체에 대한 공격과 같이 국가구성원 대
다수에 대한 침해위협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생명에 대한 계산

364) Tröndle, Herbert/Fischer, Thomas, Strefgesetzbuch, 52.Aufl., C.H.Beck, München, 2004(이하
Tröndle/Fischer, StGB), §34 Rn. 7.
365) BVerfGE 39. 1(58 이하): Hilgendorf, Eric, 이상돈ㆍ홍승희 역, 『형법의 세계화와 전문화』, 박영
사, 2010, 13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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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호의 윤리적 가치가 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366)
한편 독일 판례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낙태의 긴급피난 사례 등에서 긴급피
난의 정당화 가능성이 새로운 도그마틱의 핵심문제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
에서 검토할 수 있다. 독일의 형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도 정당화 사유로서
의 긴급피난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질서의 권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비
판도 나왔었다.367)
면책적 긴급피난에 대해 칸트는 긴급한 상황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자행한 경우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소위 면책적 긴급피난의 경우는 옳
지 못한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법이론 자체에도 어긋난다고 한
다.368)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위난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
장하였다. 규범의 권위를 보호하고자 한 자는 일정한 경우에 영웅적인 행위로
서 규범침해를 하였더라도 규범의 침해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물
론 그 누구도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한 절도범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법질서의 권위를 옹호하는 자는 그 경우 책임을 부인할 수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되는 긴급피난은 피난행위자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피난의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때에 한하여 본래 법률상 보호를 받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은 행위 결과에 대한 고려가 중요
하기 때문에 결과주의적 입장에 근거를 두게 된다. 의무위배와 결과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질서는 국민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의무위

366) D. Lorenz, Recht auf Leben und köperliche Unversehrheit, in J. Isensee/P. 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VI: Freiheitsrechte, 2. Aufl,
2001, §128 Rz. 38ff.
367) Neumann(2000), 앞의 논문, 385면.
368) Kühl, Kristian, Freiheit und Solidarität bei den Notrechten, in: Weigend, Thomas/Küpper,
Georg (Hrsg.), Festschrift für Hans Joachim Hirsch zum 70. Geburtstag. Berlin, 1999, S. 265;
김학태, “긴급권에 관한 법철학적 근거”,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2005, 2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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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라는 점에서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만, 긴급피난은 결과의 면에서 행위
의 적법성을 판단한다.369)
위법성조각사유는 급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행한 행위가 규
범질서의 한계에서 포섭되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
준이다. 정당방위와 다르게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제3자의 법익을 해치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더욱이 면책적 긴급피난의 경우는 긴급피난의 형태이지만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행위자의 책임귀속을 예외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3절 우리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성질 및 기대가능성
1. 우리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성질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의 성격에 대해서는 종래 책
임조각설, 위법성조각설, 이분설 등으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가. 책임조각설
책임조각설은 불법하지 않은 위난에 당면한 사람이 타인의 법익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즉 긴급피난행위는 피난상황과 무관한 타
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일단 위법하지만,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행위자가 한 것으로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외에 다른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이 학설은 구 독일형
법(1871년) 제54조의 해석과 관련한 독일의 통설이었으며,370)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이 학설을 취하고 있었다.371)
1975년 개정 전 독일형법 제54조에서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
369) Neumann(2000), 앞의 논문, 386면 참조.
370) 1871년 독일형법 제54조의 조문내용은 전술 16면 참조.
371) 백남억(1962), 『형법총론』, 제3전정판, 법문사, 202면;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견해를 취하는 학자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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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의 위난’에 대하여서만 긴급피난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형법
은 친족 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의, 그리고 생명ㆍ신체 뿐만 아니라 모든 ‘법
익’에 대한 위난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명과 신체를 제외한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에 대하여 독일
학자들은 ‘민법상의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위법
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이라고 규정하여 친족에 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형법 제54조의 긴급피난 뿐만 아니라 소위 초법규적
긴급피난도 포함하며, 또한 생명ㆍ신체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법익’이라고 규정
하였기 때문에 소위 민법상의 긴급피난도 포함한다.
그러나 책임조각설은 형법 제22조가 함께 규정하고 있는 타인을 위한 긴급
피난을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372) 그리고 긴급피난이 근본적으로 인간
의 자기 보존적 본능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교량을 이유로 하는
제도라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373)
게다가 우리 형법 제22조는 독일형법이나 일본형법의 규정과는 달리 긴급피
난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구 형법
을 운용하면서 주장되었던 소위 초법규적 긴급피난의 경우도 우리 형법상으로
는 제22조의 긴급피난 속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형법 제22조의 규
정은 이와 같이 지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독일이나 일본의 학자
가 사용하는 초법률적 긴급피난의 개념은 우리 형법상으로는 통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확대되어 규정된 우리 형법상의 긴
급피난을 오로지 책임조각사유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위법성조각설
위법성조각설은 긴급피난을 이익교량설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
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
372) 배종대(2011), 『형법총론』, 315-316면.
373) 이는 주로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설을 취하는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이
다<이재상(2011), 『형법총론』,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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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
을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화된다는 것이다.374)
또한 이 설은 형법 제22조에서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의 경우에도 피난을
인정되는 이유는 보호되는 법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그것
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타인에 대한 구조의 경우에
의무가 없는 피난행위자는 피난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책임을 조각하려는 취지에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375)
위법성조각설은 소위 대물방위를 위한 피난의 경우에는 설명이 용이하다.
그러나 생명이나 신체를 위한 피난행위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법익교량의 기준
이 불충분한데다가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벌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
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제21조와 제22조를 비교해 보면, ‘불법하지 아니한’
위난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방위와 다른 유일한
점이다. 그런데 그 효과에 있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
고 있다. 우리 형법은 위법성조각, 책임조각을 구분하지 않고 ‘벌하지 아니한
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나 심신미약자
(제10조)의 행위도 벌하지 아니한다고 그 효과를 규정한다. 따라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단순히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위법성
조각사유만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책임조각사유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오히려 긴급피난이든지 정당방위든지 그 본질에 따라서 효과를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 이 견해는 자기에게 닥친 위법하지 않은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고 해야 하며,376) 생명과 생명, 신체와 신체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374) 김성천/김형준(2012), 『형법총론』, 227면; 박상기(2012), 『형법총론』, 제9판, 박영사, 202면 이
하; 손동권/김재윤(2011),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11면; 오영근(2012), 『형법총론』, 제2
판 보정판, 박영사, 348면 이하; 이상돈(2010), 『형법강의』, 제1판, 법문사, 302면; 이재상(2011),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41면; 이형국(2007), 『형법총론』, 제4판, 법문사, 155면; 임웅
(2011), 『형법총론』, 제3판 보정, 법문사, 239면 등.
375) 박상기(2012), 『형법총론』, 202면 이하.
376) 진계호/이존걸(2007), 『형법총론』, 제8판, 대왕사, 2007,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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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파
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는다.377)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견해는 초
법규적인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성격을 기대가능성에 부여함으로써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378)

다. 위법성조각 및 책임조각설(이분설)
위법성조각 및 책임조각설은 긴급피난에 관한 우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규
정은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으므로, 그 속에는 위법성까지 조각되는
경우와 책임만이 조각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학설
이다.
이 학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요건으로 ‘상당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위난에 책임없는 자’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은 위법성 조각사유 뿐만 아니라 책임조각사
유로서의 긴급피난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이 위법성조각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
장하는 학설은 생명과 생명, 신체와 신체 등이 충돌하는 긴급피난상황에 있어
서 초법규적 기대가능성을 인정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379)
긴급피난을 이분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태도로 나뉜다. 첫째, 긴급피난을 사물에
대한 긴급피난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으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이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380) 그러
나 이에 대하여도 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난에 있어서도 생명과 신체에 대
한 위난 또는 신체에 대한 가벼운 위난과 중대한 위난이 충돌하는 때에는 이
377) 손해목(1963), “긴급피난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법정』 제18권 제5호, 1963.5., 법정사, 15면.
378) 배종대(2011), 『형법총론』, 317면; 허일태(1991), “긴급피난”, 『고시계』 제36권 제5호,
1991.4., 고시계사 41면.
379) 김성천/김형준(2012), 『형법총론』, 227면; 박상기(2012), 『형법총론』, 202면 이하 등
380) 진계호/이존걸(2007), 『형법총론』, 331면; 황산덕(1982), 『형법총론』, 제7정판, 방문사, 1982,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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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교량이 가능하므로 이를 책임조각사유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②
사물에 대한 긴급피난에 있어서도 법익이 같은 가치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
각된다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81)
둘째, 긴급피난을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법익동가치인 경
우로 구별하여, 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이고 후자는 책임조각사유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382)가 있다. 이는 독일형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
이며, 이 견해 역시 독일의 통설에 시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에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과 법익동가치
가 포함되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22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대해서
는 ①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가는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② 형법 제22조 제1항의 ‘상당한 이유’가 기대불가능성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83)
위와 같은 학설의 검토 결과 결국 형법 제22조 제1항으로부터 면책적 긴급
피난의 법리를 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면책적 긴급피난을 ‘초법규적
인 책임조각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형법 제22조
제1항의 ‘상당한 이유’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초법규적인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기대가능성 개념을 인정하기
보다는 실정법에 근거를 둔 기대가능성 관련 조항이 보다 더 실제적이고 탄력
적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형법 제22조 제1항은 이원적인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우선 현재의 위난에 대하여 현저하게 우월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작은 이익
의 희생은 당연히 법률상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반면에 면책적 긴급피난의 상황도 부정될 수 없다. 즉 위법성이 조

381) 정성근/박광민(2011), 『형법총론』, 244면.
382)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08면; 김성돈(2009), 『형법총론』, 278면 이하; 신동
운(2011), 『형법총론』, 302면; 배종대(2011), 『형법총론』, 372면 이하; 이용식(1994), “긴급피난,”
『고시계』, 고시계사, 1994.11, 46면 이하; 허일태(1991), “긴급피난,” 『고시계』, 1991.5, 381면
이하.
383) 이재상(2011), 『형법총론』,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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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결여된 경우에도 적법행위의 기대가 불가
능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위난에 따른 희생이 생명이라는 동일한 법익을 대
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보호본능에 따라서 적법행위의 기대가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즉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384)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견해에 따르면 형법 제22조 제1항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긴급피난을 허용하고 있고,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에 있어
서도 ‘상당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의 ‘상당
한 이유’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이익형량원칙을 표현한 것이고, 책임조각사
유로서의 기대불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님을 명백히 표현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385)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를 긴급피난에 있어
서의 ‘상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새길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이는 오히려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유’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덜 엄격해도 되는 반면, 긴급피난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보다 더 엄격해야 하므로 상당한 이유의 해석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
이다.386) 따라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 속에는 이익교
량과 기대가능성 개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87)
그러나 이분설의 입장에서도 면책적 긴급피난과 강요된 행위를 엄격하게 구
별 할 필요는 없다.388) 강요된 행위도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수한 형태에 지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일정한 상태하의 과잉방위, 과잉긴급피
난에도 적용된다. 즉 형법 제22조 제1항과 제12조를 비교하여 볼 때 전자는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음에 반하여 후자에는 그러한 요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다. 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
대가능성이 결여되어 ‘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형법 제21조 제3항, (형

384)
385)
386)
387)
388)

이정원(2006), “기대가능성과 책임조각사유,”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36면.
이재상(2011), 『형법총론』, 216면.
김일수(1992), 『한국형법 I 총론(상)』, 640-652면.
같은 취지로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08면 참조.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08면; 정성근/박광민(2011), 『형법총론』,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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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되는) 제22조 제3항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유’ 또는 이
와 유사한 어떤 제한 전제조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형법 제12조, 제21조 제3항, (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되는) 제22조
3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입법자가 “상당한 이유”의 존재를 정형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기대가능성의 이론을 일반적으로
긍정하게 되면 법관의 법운용에 있어서 자의와 주관이 개입할 위험이 크
다.389)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적 판결에 의존하는 법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
칠 우려가 있다.390) 따라서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일반적인 면책조항인 면책
적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면책적 긴급피난도 감당할 수 없는 동
기압박과 불법과 책임의 이중적 감경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동가
치적인 법익보호를 위해서는 면책적 긴급피난이, 우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서는 정당화되는 긴급피난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초법규적 기대가능성 인정여부

가. 문제의 제기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
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다.391) 초법규적 책임조각사
유를 인정하는 견해 중에서는 기대가 곤란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389) 신동운(2011), 『형법총론』, 441면.
390) 이형국(2007), “긴급피난의 본질과 면책적 긴급피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215
면 이하 참조.
391) 김성천/김형준(2012), 『형법총론』, 449면 이하 ;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409
면; 손동권/김재윤(2011), 『새로운 형법총론』, 266면 ; 손해목(1996), 『형법총론』, 676면 이하 ;
오영근(2012), 『형법총론』, 433면 이하 ; 이재상(2011), 『형법총론』, 349면 이하 ; 이형국(1984),
『형법총론연구 II』, 440면 이하; 임웅(2011), 『형법총론』, 321면 ; 정성근/박광민(2011), 『형법총
론』, 359면 이하 ; 정영일(2007), 『형법총론』, 254면 ; 진계호/이존걸(2007), 『형법총론』, 42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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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감소 소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대불가능성에 따른 책임조각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392) 이러한 관점에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거론되는 사안으
로는 ① 사실상 구속력 있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②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무의 충돌, ③ 생명 · 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강요된 행
위, ④ 비교형량이 불가능한 긴급피난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규범합치적 행위의 기대불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그 전제와
한계가 불분명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
하게 해치는데다가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393) 또한 현실적으로도 초
법규적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394)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려는
견해는 면책적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책임조각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면책적 긴급피난을 인정하게 되면 초법규적 책임
조각사유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면책적 긴
급피난도 인정하고 또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까지 인정하는 견해395)에 대하
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다수설이 기대가능성의 예로 제시하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상관의 위
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책임능력자라면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하고,396) 위법한
직무명령은 직무상의 지시명령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휘발유 등 군용
물의 불법매각이 상사인 포대장이나 인사계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에 대
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397)고 판시하고, “하관은 단
392) 정성근/박광민(2011), 『형법총론』, 363면.
393) 김일수(1992), 『한국형법 II』, 99면 ; 박상기(2012), 『형법총론』, 262면.
394) 김일수(1992), 『한국형법 II』, 97면 이하 ; 박상기(2012), 『형법총론』, 262면 이하 ; 배종대
(2011), 『형법총론』, 485면 이하 ; 신동운(2011), 『형법총론』, 302면.
395)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08면, 409면 ; 손해목(1996), 『형법총론』, 법문사,
473면 이하, 676면 이하; 진계호/이존걸(2007), 『형법총론』, 331, 423면 이하.
396) 이정원(2012), 『형법총론』,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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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만 복종의무가 있다”398)고 하여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법 제
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적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면책가
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무의 충돌의 경우로 다수설은 동가치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즉 아버지가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두 아
들 중 한 아들만을 구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는 긴급피난 상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의무의 충돌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대신에
법익에 대한 손상을 자신이 감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긴급피난 상황
에 있어서는 타인에게 그 손상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의 차이로 인해 의무의 충돌에
서는 긴급피난과 같이 이익형량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의무의 충돌의 경우에
는 둘 중의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행위자에게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긴급피난의 하나로 보고 동가
치 의무의 이행의 경우에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처리하려는 견해399)는 타당하
지 않다.
다음으로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강요된 행위는 전형적으로 면책적
긴급피난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 전체를 태워버
린다고 협박하는 자가 범죄행위를 강요했을 경우에 이는 우리 형법 제12조에
서 규정하는 생명ㆍ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강요이므로 제12조를 직접 적용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면책적 긴급피난을 인정하면 자기의 법익
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법익을 비교교량하여 침해되는 법
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는 초법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반하여 책임조각사
유는 초법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불법의 기준은 규범의 일반적인 수범자임

397)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543 판결.
39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399) 배종대(2011), 『형법총론』, 390면; 정영일(2007), 『형법총론』, 21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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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여 책임의 기준은 구체적인 행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위
법성조각사유의 설정은 규범의 일반적 수범자를 기준으로 그 요건이 정립될
수 있는데 반하여, 책임조각사유의 요건은 구체적인 행위자가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조각사유를 초법규적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법률
적용에서 법관의 자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3권분립 체계하에서 입법부는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하며, 사
법부는 법률을 통해 사안을 판단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러한 입법부가 제정
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와 형벌이 정해질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죄형법정주
의는 법관이 어떠한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법부도 구속하
는 원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률은 사법부를 구속하는 기
준으로서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면책적 긴급피난과 같은
책임조각사유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대한 판단이 개입된다. 주
관적인 면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므로 그 판단에 객관적인 기준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법률에 객관적인 기준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는 다수설이 기대
가능성을 평균인 표준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인다. 즉 초
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를 구체적 행위자를 중심으로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400) 그러나 책임은 개념적으로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어야
하며, 이러한 비난가능성은 구체적 행위자 개인의 개별적인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대가능성의 판단은 행위자표준설에 의하여야 하
며, 이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형법 제22조 제1항과 형법 제12조의 관계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
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400) 이정원(2006), “기대가능성과 책임조각사유,”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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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 적용되던 독일형법(1871년)에서는 긴급
행위를 제52조의 강요된 행위, 제53조의 정당방위, 제54조의 긴급피난으로 분
류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52조의 강요된 행위와 제54조의 긴급피난
은 ‘자기와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자기와 친족의 생
명ㆍ신체 이외의 긴급상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제52조의
강요된 행위와 제54조의 긴급피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401)
특히 엠에 마이터(M.E.Mayer)는 독일형법의 제52조와 제54조와의 관계에 있어
서 “거대한 소재를 감당해 낼 수 없는 난쟁이”라고 까지 표현하였다.402)
1945년 해방된 이후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던
일본형법(1907년)에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기대가능성의 표현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강요된 행위나 면책적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또한 1931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에도 강요된 행위 규정이나 기대가능성과 관련된 규정은 없
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독일학계에서는 기대가능성과 관련된 긴급
피난의 규정태도와 관련하여 그 보호법익을 ‘자기와 친족의 생명·신체’에 한정
하느냐 여부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전의
제정시에는 이에 관해 별다른 논의가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그 보
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초안 이유설명서에도 ‘적법행위의 기대가
능성에 대한 규정’이라는 항목 하에 “…범죄행위는 … 정상적인 조건, 즉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할 것인 바 현행형법에서
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12조를 신설하였다”고 설시해 놓았다. 다만
이러한 초안의 설명만으로 긴급피난의 면책적 성격을 입법자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우리형법전의 제정에 있어서 기대가능성과 관련하여 독일형법 및 당시의 독
일형법 개정초안들이 미친 영향이란 오직 ‘강요된 행위’라는 극히 부분적인
것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불완전성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401) Henkel, Heinrich, Zumutbarkeit und Unzumutbarkeit als regulatives Prinzip, in; Festschrift
fur Edmund Mezger zum 70 Geburtstag, 1954, S. 251.
402) Mayer, Max, Ernst, Der allgemeine Teil des deutschen Strafrechts, 2.Aufl., 1923, S.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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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ayer의 비판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
한 규정형식으로 인해 초법규적 기대가능성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성격에 대한 논란 등이 생기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면책적 긴급피난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태도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아래의 사안에서 대구고등법원은 형법 제22조의 긴
급피난규정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의미를 갖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22조의 해석으로 면책적 긴급피난을 도
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403)

갑은 모 대학 4학년에 재학 중 1986. 10. 9. 같은 학교 3학년생인 A를 알게
된 후 깊이 사귀었다. 그러나 갑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가 있었
다. 갑과 A는 같은 날 23:30 경 모처에서 누워있던 중 A가 갑에게 위 서울여자
를 잊을 수 없느냐고 물어 보았다가 갑으로부터 죽어도 잊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드었다. 이에 A는 자살할 듯한 기세를 보임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위 서울여자
를 단념하게 하려고 그 방안에 있던 연필을 깎는 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피를
흘리는 등 소동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01:00경 A가 친구의 집으로
가겠다며 하숙방을 나서자 갑도 따라나서 그곳으로부터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동 소재 저수지에 이르러 그 둑에서 A가 죽게 내버려 달라고 하는 것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01:40경 A가 기어코 자살하겠다며 비탈진 둑을 내
려가서 물가에 다가가자 그녀가 진정으로 물에 투신할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투신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물가에 다가서 있는 A를 경사 약 30
도로 비탈지고 약 5미터 가량 떨어진 둑 위에까지 끌고 올라오게 되었다.
갑은 이러한 경우 A의 목을 잡아서 끌고 올라오면 A가 기도압박으로 질식하
는 수가 있으므로 A의 팔이나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끌
고 올라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급한 나머지 A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A
의 목을 압박한 과실로 A를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갑은 위 장소에서
403) 대구고등법원 1987. 9. 16. 선고 87노787 판결.

- 118 -

A가 사망하게 되자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시체를 안고 저수지 물가로
내려갔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검사는 갑을 폭행치사(예비적으로 과실치사) 및 사체
유기죄로 기소하였고,404)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405)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
하였다.
피고인(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 목
이 죄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나 피해자의 목이 죄어지게 된 것은 이 사
건 저수지에 투신자살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의도로 피해자의 목
을 안아 둑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인데,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에 처한 피고인더러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피
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피고
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며 설사 그 행위가 상당성을 잃어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으며 셋째,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검사는 “첫째,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일
련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죄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폭행의 고의에 대한 입증
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폭행치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
하였다.

404)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방
"그녀의 그와 같은 무분별한 행동에 증오심이 생긴 나머지" 피고인의 왼팔 전박부로 피해자의 목부분
을 세게 압박하였다'는 요지로 기소된 것이다.
40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형사부 1987. 4. 29. 선고 86고합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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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및 이를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기관전면 근육내 출혈, 좌우손
등 4군데, 좌우하퇴부 4군데, 흉부 2군데의 타박상 등), 피해자의 사인,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올라온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폭
행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행위가
폭행이 되지 않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과실치사 부분)는
폭행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
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
하였다.

피해자의 목을 끌어 안고 둑으로 끌어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살
기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생명을 구
조할 의사, 즉 피난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는 해당되겠지만, 피해자의 팔이나 허리 또는 의복
등을 잡아당기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서 피난방법상 부적절하였고,
피난행위 중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도리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피난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어 형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긴급피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22조 3
항, 제21조 제2항 소정의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는 데 그
친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피난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서 피난행위의 정도를 초과하게 된 것이 공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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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변호인의 주장
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과잉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항소내에서만 이유있을
뿐, 이 범위를 벗어난 주장은 이유없다.

위 사건에서는 결국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
년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에는 우리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 규정에 관한 법원의 해석방향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즉 본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서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면 그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
여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의미를 갖는 다는 점을 명
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판시에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판단한 대구고등
법원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으로는 면책적 긴급피난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건의 경우 갑이 불가피하게(예컨대 당시 피해자의 반항이나 기타의
사유로 목 이외에 다른 부분은 붙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목 앞부분 압박행위”를 하는 것이 생명을 지
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위법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구별에 쓰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 즉 위
법하기는 하나 면책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나 위법하지도 않
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도 불가능하다는 기준에 따르더라도 면책적 긴급
피난이 인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406)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갑의 목부분 압박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위 판결에서는 면책적 긴급피난 여부가 문제될 수 있
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의 성립 여부만을 검
406) Roxin, Rechtfertigungs - und Entschuldigungsgrunde in Abgrenzung von sonstigen Strafauss
chließungsgrunden, Eser, Albin/Fletcher, George P., Rechtfertigung und Entschuldigung, S.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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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든다.

제4절 소결
긴급피난의 본질과 정당성 부여 근거에 대한 논의는 우리 긴급피난 규정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긴급피난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행위가 아님에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긴급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정당성의 근거는 긴급상황 하
에서 피난행위자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타인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공동체의 연대라는 관점과 국가적 가치 재분배
의 기능을 달성하기 때문이라는 연대성의 원칙이 타당하다.
이러한 연대성의 원칙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은 모든 법익에 대하
여 우월적 이익의 원칙과 행위의 적합성을 근거로 긴급한 상황 하에서의 행위
에 대한 법질서의 긍정적 규범평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명의 위험과 같은
긴급한 상황 하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타인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는 권리로서 평가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의 상황은 법제도적으로 긴급피난의 정당화사유에 관
한 규정이 독일에서처럼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으
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보호법익의 주체 및 종류에 제한 없이 자기 또는 타인
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을 허용하고 있
다. 또한 그 요건에서 피난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할 뿐 명시적
으로 법익균형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현저하게 우
월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작은 이익의 희생은 법률상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결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책적 긴급피난의 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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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요건으로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을
두어 해석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위난을 피하지 못한 책
임이 있는 자’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처음부터 위난
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이를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인
정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경우와 같이 위법성조
각적 긴급피난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22조 제2항은 책임조각사유의 배
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형법 제22조 제2항이 책임조각사
유의 배제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은 위법성 조각사유
뿐만 아니라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형법 제22조 제1항이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면 상당한 이유의 해석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
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은 위난상황만을 표현하는 것일 뿐
긴급피난의 성격을 구분하는 표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법성조각, 책
임조각을 구분하는 긴급피난의 성질은 ‘상당한 이유’의 해석을 통해서만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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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 형법의 긴급피난 규정에서 상당한 이유의 의미
제1절 서론
형법 제22조 제1항은 긴급피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 본 것처럼
이 규정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
난과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이 그것이다. 따라서 제22조 제1항을 해석
함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의미를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의 위난”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을 인정하
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
다. 위난상황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한 침해에
의한 위난의 경우에도 긴급피난에 있어서 위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한 의미에서 정당방위 상황인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
능하다. 다만,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방위행위는 정당방위의
영역에 포함되므로, 위법한 행위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긴급피난을 한 경
우만이 긴급피난의 영역에 포함된다. 자연재해, 전쟁, 사고 등으로 위난이 발
생한 경우는 긴급피난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긴급피난의 “위난”에 포함된다.
위난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현재성)는 긴급피난의 성질에 비추어서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함께 긴
급한 상황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눈앞에서
바로 위난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난의 현재성이 명확하게 인정된다. 예
를 들어 자신이 있는 곳 바로 옆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태풍이 불어 비바
람이 몰아치고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위난의 현재성에 있
어서는 옆에 서 있는 임산부의 출산이 임박했다거나 길을 지나가다가 타인이
쓰러져 있는 경우에도 그 타인에 대한 위난이 발생했다는 점은 명확하다. 문
제가 되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어 온 위난이나 위난이 아직 발생하지
는 않았지만 위난의 발생이 확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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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독일 판례는 여름 장마철에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을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히 철거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자를 일시
적으로 감금하는 행위 등도 위난 상황이 지속된 경우로서 위난이 현재 발생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407) 긴급피난의 경우는 정당방위와는
달리 광범위한 위난에 대해 자기보호 및 연대의무의 측면에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방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긴급피난 상황이라
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연구는 다음기회로 미
루기로 한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
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상당한 이
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408) 이것이 바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
난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논의이다.

제2절 형법상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의미
1.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와의 차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
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기본적으로 “부당한 침해” 대 “정당한 방
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부정 대 정”의 관계라고 한다. 이
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그 원인에 관계없이 현재의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난 대 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정 대
정”의 관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위난은 타인의 불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경우도 있으므로 “정”이
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긴급피난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

407) BGHSt 13, 197<한국사법행정학회(2011), 『주석 형법 총칙(1)』, 627면에서 재인용>.
408)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긴급피난의 위법성 조각의 요건으로 “첫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
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서울고등법
원 1987. 3. 20. 선고 87노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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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 정”의 관계로 볼 수 있는 때가 있다.409) 하지만 긴급피난은 “정 대 정”
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에 비해 보
다 더 엄격한 요건을 가진다. 이러한 엄격함은 상당한 이유의 내용상 보충성
과 이익균형의 원칙의 차이에서 드러난다.410)

2. 사회상규와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의미
한편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
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1) 사회상
규는 그 어의상으로 볼 때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상적인
규칙을 의미한다.412)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
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
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
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는 평가가 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
고 있다.413) 다시 말해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를 사회상규
409) 한국사법행정학회(2011), 앞의 책, 623면.
410) 김태명(2004), “예방적 정당방위와 방어적 긴급피난,” 『고시연구』 제31권 제12호, 2004.12., 고
시연구사, 206면. 다만 논자에 따라서는 정방방위에 있어서 침해법익과 보호법익사이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을 이유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견해의 경우에도
균형성의 원칙을 그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경우는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로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
론』, 299면 참조.
411) 이와 비슷한 규정은 일본형법과 스위스형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법령이나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
는 벌하지 않는다(일본형법 제35조); 법률이나 공적 의무 또는 직업의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스위스신형법 제32조).
412) 이형국(2007), 『형법총론』,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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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단하면서 사회상규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형법을 포함
한 전체 법질서의 영역에서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생활 속에서 야기되는 갖가지 이익충돌상황을 통일적으로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414) 하지만 법질서 통일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법윤리는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성의 판
단도 역사적인 판단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즉 우리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법윤리로서 사회생활질서를 사회상규라고 판단하면서 사회상규는 계속
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415) 이 점은 대법원의 ‘어떤 법규정
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
고’ 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416)
한편 다수견해는 형법 제20조의 해석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포괄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해석하고 있다.417) 이러한 다수의 견해
는 상당한 이유가 갖는 의미의 해석 범위에 따라서 성립요건이 달라지는 정당
방위와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타당하다. 사회상규와
같이 상당한 이유의 의미도 역시 사회생활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위법성에
해당하는 영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도는 앞의
우리나라 형법제정과정에서 정당방위에 있어서 필요성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바꾸면서 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엄상섭 의원의 설명418) 속에서
도 그대로 드러난다.
41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414) 김일수(1987), “정당행위,” 고려대 『법학논집』 제25집, 1987.12, 117-164면, 122면.
415) 사회상규의 변화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형법을 제정할 당시 분묘발굴죄의 처벌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엄상섭 의원은 당시 변진갑 의원의 분묘발굴죄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회상규에
대해,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관습과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사회상규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
다<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자료집』, 264면>. 그 시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기간 내에 형성된 관습 등이 사회상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명확한 시대 구분이 되는 것
은 아니지만 사회상규 역시 변화한다는 점을 입법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1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417)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34면; 박상기(2012), 『형법총론』, 153면; 이재상
(2011), 『형법총론』, 275면.
418)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자료집』, 144면. 상세한 내용은 전술 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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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의 의미를 모든 위법성조각사유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이러
한 견해에 따르면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
된다면 처벌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회상규를 규정함
으로 인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과 같은 법적으로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
뿐만 아니라, 의무의 충돌이나 허용된 위험과 같은 이른바 비정형적 위법성조
각사유의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정당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419)
대법원은 이러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
는 행위’라고 보면서 그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 건전
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는 정당성,
㉡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한다는 상당성, ㉢ 그 행위에 의하
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야 한다는 법익균형성, ㉣ 그 행위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는 긴급성, ㉤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을 전부 따져보도록
요구하고 있다.420)
간단히 표현해서 대법원이 들고 있는 사회상규의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수
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다.
이것은 위의 다섯 가지 사유들 가운데 일부만 충족되어도 위법성 조각을 인
정하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제22조의 긴급피난, 제23조의 자구행위 등
의 사유들을 먼저 검토해 보고 그 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을 때 형법 제20조의
사유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421) 그런데 다른 위법성조각사유
에서 위 각 요소들의 필요성 유무를 살펴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
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

419) 이형국(2007), 『형법총론』, 144면.
420)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
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대법원ﾠ2011. 10. 13.ﾠ선고ﾠ2011도6287ﾠ판결 등.
421) 신동운(2011판), 『신판례백선 형법총론』, 제2판, 경세원, 2011,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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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
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422)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를 사
회상규의 요건과 대비시켜 보면 정당방위와 사회상규에서 제시하는 요건은 거
의 동일하다.
한편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는 달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
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
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
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
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23) 고 판시하여 사회상규의 판단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거의 요건이 동일하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와 긴급피난을 일부 기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긴급피난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
다. 다만 대법원이 범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서 위에서 요구한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대법원은 위
다섯가지 요건 중 일부만 충족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판
단을 내린다.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
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두면서 기타 사회상
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규정의 체
계에 따라서 정당방위, 긴급피난과 같은 개별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먼저 판
단한 후에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사안들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례임에도 정당
42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423)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이 판결은 제3절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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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근거로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사안
은424)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
당하는지를 보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갑은 A의 전처, 을은 갑의 동생, 병은 갑과 A의 아들이다.
A는 2000. 8.경부터 외출 및 외박이 많아지다가 2001. 1. 4. 갑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1. 1. 5.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차안에서
피해자와 30여분간 이야기를 하고 포옹을 하였으며, 갑이 이를 목격하였다. A는
2001. 2.경 가출하여 창원시 모처에 방을 얻어 생활하였고 피해자 역시 A의 위
거주지 부근에 있는 이 사건 주택 내에 방 1칸을 임차하여 생활하였다.
갑과 을은 2002. 1. 13. 20:30경 피해자가 A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이 사건 주
택 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들의 간통현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처의 가음
정동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고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동행을 거절당하였다. 그 직후 을이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노크하자 피해자는 “잠깐만요”하면서 A의 신발을 감추고 문을 열어 주었고, 이
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갑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을, 병은
피해자와 A가 함께 있는 것, A의 옷가지, 부엌 살림살이 등에 관하여 사진 촬
영을 하였다. 갑과 병은 2002. 1. 20. 위 000동 667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부
터 A가 일주일에 한차례 정도만 위방에서 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부터는 A와 피해자가 부부 같아 보였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
갑은 2002. 1. 18. 창원중부경찰서에 A와 피해자를 간통으로 고소하였으나, A
와 피해자는 2002. 3. 27.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2. 7. 19. 위 이혼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A의 이혼 청구는 기
각되고 갑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가 받아들여져 그 인용 판결이 선고되
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검사는 갑을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다.

위 사안에 대해 제1심법원은 갑에게 주거침입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425)
42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425) 창원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고단3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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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등은 “A와 피해자의 간통현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
던 것으로, 이는 피고인 갑의 성적 자유 내지 정조의 권리를 현재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들의 행위는 행위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적법행위에 대한 기
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
였다.
이에 대하여 2심법원은426)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 및 공소 외 1의 간통 현장을 목격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 그 동기나 목
적이 정당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방법도 문을 부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정된 문을 열게 한 것으로서 ② 그 수단이
나 방법 역시 상당하며, 위와 같은 간통 현장에서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③ 긴급성이 인정되고, 위 간통 현
장을 목격하기 위하여 가음정동 파출소에 경찰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부득이 피고인들이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④ 보충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이에 불
복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기준
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427)

기록에 의하면, 갑은 1973.경 A와 혼인을 하였는데 2000. 8.경부터 A가 휴대
폰으로 여자와 자주 전화를 하고 외출, 외박을 하게 되자 A의 여자관계를 의심
하게 되었고 이후 A와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A를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
426) 창원지방법원 2003. 5. 13. 선고 2002노2543 판결.
42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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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한 사실, 이로 인하여 A가 갑을 상대로 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음을 이유로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A는 위 이혼소송 제기 직후인
2001. 2. 가출한 이래 따로 방을 얻어 살면서 갑과 별거를 한 사실, 갑은 A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A와의
이혼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A와 피해자를 미행한 사실, 한
편 피해자는 1999. 남편과 이혼을 한 후 oo동 oo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A의 위 주거지에 인접한 이 사건 주택 중 부엌이 딸린 방 1개를 임차하
여 가끔 그 곳에서 잠을 자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담장
안에 마당이 있고 4가구가 각기 구분된 현관문을 통하여 출입하면서 따로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피해자의 방은 현관문을 통하여 부
엌을 거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2001. 1. 13. A와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이들이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이 사건 주택
으로 와서 병은 먼저 이 사건 주택으로 들어가 마당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갑과 을은 이 사건 주택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A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와서 이 사건 주택의 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병이 그 대문을 열어 갑, 을이 대문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 갑은 피해자
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그 곳의 서랍장을 열어 보았고, 을은 부엌과 방안 내부
등에 관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으나, A와 피해자가 그 장소에서 간통행위를 하
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 내의 피해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갑과 A 사이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 현장
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
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내세운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
우며, A와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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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정당행위
라고 보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한 것인가. 우선 이 사례에서 갑 등의 행위는
타인이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한 행위로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의 구성요
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갑 등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문
제된다. 우선 갑 등이 방실에 침입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자. 갑 등이 주거를
침입하게 된 동기는 행위는 간통현장을 목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우
선 ‘간통으로부터 자신의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한’이라는 동기가 위법성조
각사유 중 어느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대법
원의 판결문에는 이와 같은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생각건대 갑 등의 행위는
간통이라는 범죄행위자에 대해 이혼소송 증거자료 수집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
한 것으로 일응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와 같은 간통 현장에서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
었던 점에 비추어 긴급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거 침입의 방법도 문을 부수거
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정된 문을 열게 한 것으로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간통 현장을 목격하기 위하여 oo파출소에 경
찰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부득이 피고인들이 현
장을 목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다른 선택의 여지
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일응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간통행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오상자구행위
가 문제될 수 있다. 자구행위상황에 대한 착오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
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
사실에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착오도 사실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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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의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제한책임설).428) 이에 따르면 이 경우
갑 등의 행위는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과실주거침입
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갑 등은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정당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긴급피난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갑은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갑은 같은
회사 직원 을, 병과 공모하여, 2006년 4. 20. 15:00경 서울 모처 소재 갑의 사무
실에서 위 회사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A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갑의 지시에 의하여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인 A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
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위 병과 함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
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검색하여 A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
을 출력하여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
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검사는 갑을 형법 제316조 제2항 위반죄(죄명: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기
소하였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
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429)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법원430)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2심법원은 A의 업무상배
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검색의 범위를 당해 배임 혐의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자로서 가지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비
추어, 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위에서
428) 배종대(2011), 『형법총론』, 450면.
429) 괄호 안은 필자가 삽입한 것임.
4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7고정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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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법원이 확인한 사항에 A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을 추가하여 갑의 행
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갑의 행위에 대해 2심법원431) 및 대법원432)도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정당행위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개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의 상황은 A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
황이었으며, 갑은 A가 회사의 무형자산이나 거래처를 빼돌리는지 확인할 긴급
한 필요가 있었다. 즉 갑이 운영하는 재산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
고 있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정당방위 보다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긴급피난에 있어서 위난의 현재성
요건은 충족이 가능하다. A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수단을 사용했는지와
관련해서는 검색어를 한정하여 조사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였
으며, 당시에 범죄혐의가 의심되던 A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는 등 확인할 방법
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A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수
단이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이익균형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립하는 이익은 회사의 재산과 사생
활의 비밀이라고 하겠다. 재산과 사생활의 비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쉽게 비교하기 힘들다. 다만 거래처나 무형자산 같은 것은 회사의 미래 및 존
립과 관련되는 것으로 중요한 회사의 자산을 이룬다고 보인다. 반면 대립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하여 A는 입사시에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을 모두 회사
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 일정한 권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회사의 재산상 이익이 A가 갖는 사생활의 비밀보다 우월한 것으로 볼 수
431) 서울동부지법 2007. 7. 5. 선고 2007노318 판결.
43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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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갑의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범죄는 위난의 현재성
이 인정되는 동시에 긴급피난의 보충성의 원칙과 이익균형의 원칙도 충족되므
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듯 긴급피난
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내용을 구체화 할수록 긴급피난의 성립범위는 더 넓
어 질 수 있다.

제3절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세분화
1. 서론
어떠한 긴급피난 행위를 벌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이유
라는 표현이 전부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그 내
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형법학자들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우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대체적으로 수용해 왔
다.433)
긴급피난은 급박한 현재의 위난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자신에게 생길 손해를 전가시키는 행위이므로,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자기수호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
유와는 달리 보충의 원칙, 이익균형의 원칙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적합성의 원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현재
의 다수설은 독일형법 제34조의 해석과 같이 적합한 수단과 방법의 사용을 요
구하고 있다.434)
433) 독일형법 제34조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위난, 위난의 현재성 외에 보충성의 원칙, 이익균형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을 그 판단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Zieschang, LK, S. 621ff).
434) 권오걸(2009), 『형법총론』, 제3판, 형설출판사, 2009, 221면; 김성돈(2009), 『형법총론』, 제2
판, SKKUP, 285면; 박상기(2009), 『형법총론』, 제8판, 박영사, 197면, 배종대(2011), 『형법총
론』, 제10판, 홍문사, 379면; 손동권/김재윤(2011),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14-216면;
신동운(2011), 『형법총론』, 305면; 오영근(2012), 『형법총론』, 354면 등. 적합성의 원칙이 필요하
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로는 한정환(1996), “긴급한 피난행위에서의 상당한 이유,” 23면 이하와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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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도 다수설과 유사한 기준을 상당한 이유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갑(피고인) 등이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A회사의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B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B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
하여 이 케이블을 절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
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
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
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
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35)
이렇듯 판례와 다수설은 독일형법 제34조의 해석상 제시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 이익균형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등이 상당한 이유의 내용을 이루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르면
적합성의 원칙은 이익균형을 판단하는 기준 속에 포함되어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형법은 방어적 긴급피난과 공격적 긴급피난을 구분함이 없이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난과 관
계없는 제3자에 대한 위험전가행위인 공격적 긴급피난과는 달리 위난을 초래
한 자에 대한 긴급피난인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당한 이유의
내용 중 이익균형의 원칙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의 내용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긴급피난의 요건 중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보충성의 원칙, 이익균형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을 순서대로 검토하
고 마지막으로 방어적 긴급피난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에 대한 기존
의 해석을 수정 또는 재해석 하고자 한다.
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13면 이하.
435) 대법원ﾠ2006. 4. 13.ﾠ선고ﾠ2005도9396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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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성의 원칙
긴급피난은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위난을 피할 수 있었다면 그 피난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즉 긴급한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구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 또
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436) 앞의 제1장 서론에서 언급한 보충성에 관한
개념정의에 따라 본 것처럼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또한
부득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방법
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437) 즉 보충성
의 원칙에는 최후의 수단성과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이 포함된다.
구형법(의용형법) 제37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부득이’를 ‘위난을 피함에는 그
가해행위 외에는 타 수단이 없음을 요한다’438), ‘그 행위가 법익보존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439)이라고 하여 피난행위가 유일한 방법이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1954년 형법 제정 후의 학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충의 원칙이 긴급피난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나, 그 위치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유의 내
용으로 보는 견해440), 상당한 이유의 요건이 아니라 ‘피하기 위한 행위’의 내
용으로 해석하는 견해441)로 나뉘어져 있었다.
현재의 학설은 긴급피난의 보충성에 대해 위난에 빠져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442)와 유일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견해443)로 나뉘어져 있다.
436) 보충성의 원칙이란 1900년대 초반에 독일형법학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현재 독일학계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고 한다<이형국(1984), 『형법총론연구 I』, 법문사, 317면 주 31>.
437) Maurach/Zipf, AT, S. 398; Schönke/Schröder/Lenckner/Perron, S. 455.
438) 김남영(1948), 『형법 총론ㆍ각론』, 삼중당, 32면.
439) 장승두(1950), 『형법요강 총론ㆍ각론』, 청구문화사, 77면.
440) 염정철(1958), 『형법총론대의』, 국제신보사, 220면; 이근상(1957), 『형법총론』, 일한도서출판사,
120면은 이를 ‘보충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441) 남흥우(1958), 『형법강의(총론)』, 경기문화사, 119면.
442) 정영일(2007), 『형법총론』, 213면; 신동운(2011), 『형법총론』, 307면
443) 김성돈(2009), 『형법총론』, 283면;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11면은 ‘최후의
수단’,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 한다; 오영근(2012), 『형법총론』, 353면은 보충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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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형법 제34조와 제35조는 ‘현재의 달리 피할 수
없는 위난 속에서(in einer gegenwärtigen, nicht anders abwendbaren Gefahr)’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달리 피할 수 없는 위난’이라는 말은 피난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리 피할 수 없는 위난, 즉 피난행위만이 유일한 수단이
되는 위난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고 위난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위난에서든 피난행위자가 선택한 방법만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긴급상황에 처한 행위자에게
순간적인 판단으로 피해를 주지 않을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피난행위의 속성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
러 가지 피난방법이 있을 경우 가장 피해가 적은 위기모면방법이면 결국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견해는 부당하다.444) 또한 독일
형법과는 달리 우리 형법은 피난행위가 유일한 방법일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다. 즉 우리 형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피난행위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행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445)
우리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피난목
적과 피난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위난을 피하는
데 불필요한 행위, 다시 말해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없이 위기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타인의 법익을 해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
다.446) 즉 정당성이 부여되는 피난행위는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벗어나기 위
한 목적 하에서 위기상황 즉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이어야 한다. 다만 정당방위에서의 방위행위와는 달리 긴급피난에서는 피해자
의 법익을 침해하기 전에 피난을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한
‘최후수단’, ‘침해의 최소화’로 설명한다; 이형국(2007), 『형법총론』, 156면은 이를 ‘상대적 최소피난
의 원칙’이라고 한다.
444) Roxin, AT I, §19ff; SK/Samson, §34 Rn 34ff; Schönke/Schröder/Lenckner/Perron, §34 Rn. 18
ff참조.
445) 같은 견해로 한정환(1998), “긴급한 피난행위에서의 상당한 이유,” 261면.
446) 한정환(1998), “긴급한 피난행위에서의 상당한 이유,”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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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의 필요성보다는 엄격하게 이해해야 한다.447)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배회하던 누군가의 개가 자신에게 갑자기 달려든 상
황에서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깜짝 놀
라서 돌을 던져서 개를 죽였다고 하자. 또 다른 예로 자신에게 달려들어 신체
적 접촉을 하며 귀찮게 하는 술에 취한 사람을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그를 폭
행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피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범죄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에서 최후수단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의사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면허 없이 자동
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로 달려갔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의사의 행위는 도
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동법 제154조에 따
라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의
행위는 주변 상황으로 보아서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당시에 자신이 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도착방법이라고 인정된다면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 반면 주위에 택시
가 많이 있었다거나 혹은 사고지점까지 갈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있었을
경우에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의사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충분히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위난을 긴급히 피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제3자 혹은 위난을 초래한 자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법으로 위난을 피할 수 없는 피난행위를 말한다.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1966년 8월 11일 선
고 1965고3832 판결(이하 ‘65고3832 판결’)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있어서 보충
성의 원칙에 최후의 수단성과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1965년 7월 29일 7시경부터 김포군 서해안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심한
해일이 발생하였다. 이 해일로 인해 갑 등이 경작하는 9만 여평과 그 밖에 그곳
부락민들이 경작하는 10만 여평의 논에 넘쳐 들어와서 동월 초순경에 모내기한
447) 박광민(1994), “긴급피난의 정당화원리,”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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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포기들이 모두 그 끝이 보이지 않게 바닷물에 잠겼다가 같은 날 07시 40분경
부터 바닷물은 썰물로 빠지기 시작했다. 경작지에 들어찬 바닷물의 유일한 퇴수
로가 높이와 넓이가 각 약 2미터인 위에 적은 수문인바 그 수문이 고장으로 인
해 높이 40센티 정도 밖에 열리지 않아 바닷물이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갑 등
은 그대로 방치하면 침수상태가 적어도 3, 4일은 지속되게 되어 자신들의 위 경
작지의 벼는 모두 부패하여 죽을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바닷물을 빼기 위해서는
제방의 일부를 자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또 그 제방의 다른 곳을
자르는 것보다 위 수문 양 옆을 자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갑
등은 수문 양 옆을 잘라서 물을 뺐고, 이로 인해 위 수문도 빠지는 물결에 휩쓸
려서 유실되었으며, 위 수문을 자른 후 4, 5시간 후에야 벼 끝이 보이게 되었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작성의 ‘사실조사 촉탁회신’에 의하면 바닷물에 벼가 잠
긴 때는 생육 및 수획에 크게 피해를 입으며 침수시간이 길어지면 그 염분이
토양식물체에 급착(汲着)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기
간이 아주 장기간 지속되면 벼의 세포는 원형질 분리를 일으켜서 고사하게 된
다고 하였다. 갑 등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 등이 제방을 잘라서 수문을 유실시킨 행위는 피고인등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행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제방
및 수문의 시가는 약 25만원에 비해서 위 해수로 인하여 피해당하는 피고인
등과 그 밖의 그곳 주민들의 경작지를 합하면 약 20여만평 정도이니 만약 본
건 제방을 자르지 않았다면 그 해수의 침해로 인해 생기게 될 손해가 극히 클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 등의 본건 제방 파괴행위는 위 20만평을 경작하는
피고인 등과 그 밖의 주민들의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해진 행위로, 그 행위로 인해 생긴 피해는 예상되었던 피고인 등과 위 주민
들의 피해에 비해 극히 적은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수문 옆 제방을 자른
것도 위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방법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피고인 등의 행위는 위 20만평의 경작자인 피고인 등과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
기 때문에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448)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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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
위의 판시에서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은 보면 해일이라는 자연재해에
따라서 경작지에 피해를 입게 될 위난상황의 현재성을 전제로 하여 제방의 유
실이라는 손해와 경작지의 피해 사이의 이익교량을 하면서, 제방을 자른 행위
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위 법원은 수문 옆 제방을 자른 행위를
손해를 피하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방 파
괴행위는.... 부득이 행해진 행위로’라고 하여 제방파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
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둘째는 제방 중 어느 곳을 자르는 것이 가장 침해가
적은지에 대해 ‘수문 옆 제방을 자른 것도 위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적
당한 방법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라고 판시한다. 첫 번째는 보충성의 원
칙에 있어서 수단의 유일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
칙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에 있어서 두 가
지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판시 내용에서 두 가지 판
단기준이 적용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위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가능한 한 최소한
도로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상대적 최소수단의 원칙). 더 적게 침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긴급피난은 그 본질상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
만,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피해를 적게 주는 수단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다.449)
보충성의 원칙은 이와 같이 행위 당시에 여러 가지 피난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타인의 법익에 가장 작은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포함한다.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현저하게
우월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피난 방법이 없는 유일한 것일 경우에도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48) 이시윤 등 편(1995), 『판례총람 : 형법 1 총칙 제1-29조』, 청림출판, 74-75면.
449) 손해목(1988), “긴급피난론,” 유기천 박사 고희기념 『법률학의 제문제』, 유기천박사고희기념논문
집편찬위원회, 박영사, 1988,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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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균형의 원칙
긴급피난에 있어서는 일정한 법익에 대한 위난이 있고 그 위난을 피하기 위
해 다른 법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보충성의 원칙 중
수단의 유일성이 충족된 때)에만 이익균형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다른 피난
수단이 있다거나 혹은 위난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타인의 법익을 침
해하지 않을 수 있고, 위난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이익이 충
돌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진정한 이익의
충돌이 없으므로 긴급피난의 이익형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450)
이익균형의 원칙451)이란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452) 여기서
본질적이라는

것은

독일어

wesentlich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다.

wesentlich는 사전적으로 ‘본질적인, 중요한, 대단히, 고도로, 많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물과 사물간에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
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집 한 채와 집 두 채 사이에는 재물과 재물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상으로는 같으며, 단지 그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러한 본질적이라는 의미에는 양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익
비교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뜻하는 본질적으로라는 용어가
아니라 계량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월등하게 또는 현저하게 우월하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453)
450) 이용식(2007),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7.6., 18면; Renzikowski, Joachim, Notstand und Notwehr, Duncker & Humblot,
1994, S. 39.
451) 신동운 교수는 법익균형성의 요건<신동운(2011), 『형법총론』, 306면>, 이형국 교수는 우월적 이
익<이형국(2007), 『형법총론』, 157면>, 손동권 교수는 우월성의 원리<손동권/김재윤(2011), 『새로
운 형법총론』, 215면>, 임웅 교수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임웅(2012), 『형법총론』, 245면>이라고
하여 서로 표현은 달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익형량으로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익형량
이란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간의 형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량을 통한 결과는 그 표제에서
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은 앞서 본질론에서 본 바와 같이 더 높은 가치
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최소한 이익균형 이상의 결과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익형
량이라는 용어 대신 이익균형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52) 배종대(2011), 『형법총론』, 343면; 이재상(2011), 『형법총론』, 219면.
453) 이정원(2012), 『형법총론』, 신론사, 171면; 이형국(2007), 『형법총론』, 157면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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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이익과 침해하는 이익의 비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
려될 수 있다. 우선 위난의 종류와 원인, 정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난
으로 인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범위가 문제될 수 있고, 서로 대립하는 법익
간의 등급 내지 가치가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행위자에게 특별한 위험인수의
무나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는지, 행위자가 행위를 통해 추구한 목적이 무엇인
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가지는 비대체적 성질, 구조기회의 가능성
등도 기준으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454)

가. 이익균형의 원칙에서 이익의 의미
자구행위나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위법한 또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엄격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455) 하지만 이러한 부정 대 정 관계에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경우에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과 침해하는 이익간의
심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야간에 주거
에 침입한 자를 밀쳐서 사망하게 한 경우에 주거의 평온과 사람의 생명 사이
에는 이익 간의 평가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책임이 조각될 여
지는 있다.
긴급피난은 이러한 자구행위나 정당방위의 경우와는 달리 처음부터 자기보
호와 사회연대성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이익을 희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현저히 큰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질서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456)
‘이익’이란 독일어 Interesse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457) 국어적인 의미에
따르면 이익이란 ‘이롭고 도움이 되는 일’ 또는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454) 허일태(1997), “긴급피난,” 『형법연구 1』, 세종출판사, 119면; Wessels, Johannes/Beulke,
Wern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40. Aufl, C.F.Müller, 2010, S. 89
455) 손동권/김재윤(2011), 『새로운 형법총론』, 231면.
456) 임웅(2011), 『형법총론』, 245면.
457) 김일수(1992), 『한국형법 I 총론(상)』, 박영사, 575면; 이형국(2007), 『형법총론』,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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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458) 하지만 긴급피난에서의 이익균형에 있어서의 이익은 위의 사
전적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즉 긴급피난에서 어떠한 이익을 비
교하고 교량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놓고 단순히 이익뿐
만 아니라 손해도 따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익은 단
순한 이득을 넘어서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이해관계의 비교는 형법
규범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과 사회정의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가치평가
로서의 의미를 갖는다.459)

나. 이익비교 기준
긴급피난에 있어서는 생명 대 재산, 생명 대 명예, 신체 대 명예 등과 같이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간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큰지가
명확한 경우가 있는 반면 사회질서유지와 개인의 비밀보호, 명예와 개인의 비
밀침해와 같이 그 비교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이익비교가 모
호한 경우 형법이론은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중 먼저 들 수 있
는 것이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범죄란 단순히 형법전을 넘어서 다른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포
함한다. 다음으로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이외에 형사소송법 등 형법
관련 법률, 헌법 등도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1) 형법상 법정형
형법은 일정한 법익의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형벌을 그 효과로 규정하
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형벌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살인죄는 그 법
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법의 태도에 따르
458) 이기문 감수(2006),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두산동아, 1881면.
459) 한정환(1996), “법학에서의 존재와 당위,”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21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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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체보다 생명을 더 중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탈길에 세워진
트럭이 브레이크가 풀려 내려오는 경우,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
인의 가옥에 몸을 피한 경우와 같이 신체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주거를 침입
한 경우에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460)
태아의 생명과 임산부의 생명은 경우에 따라서 비교교량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즉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낙태한 때 태아의 생명보다 임산
부의 생명이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낙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다음의 판례는 임산부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의 충돌과 관련
하여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을 인정한 사안이다.461) 이 사안의 사실관계 및
사안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갑은 A의 낙태시술을 하다가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검사는 의사 갑을 업무상 낙태치사죄(예비죄명: 업무상 촉탁낙태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이 사건 피해자 A가 사망하게 된 것이 갑이 그 사람에 대
하여 한 낙태시술과 그 뒤의 치료과정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의사로서 통상적
으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원인된 것이라고 단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 갑이 위 A에게 낙태시술을 하게 된 이유는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는 불구아를 출산
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고 판단한 아래 부득이 취하게 된 조처로 인정된다
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심 법원은 갑의 낙태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업무상 낙태
치사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촉탁낙태 및 업무상과실치사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A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되
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또 그 낙태시술이 정당행위 내지는 긴급피난에 해
460) 최선호(2008), “주거침입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9집, 한국법학회, 292면.
461)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도1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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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인정된다는 근거로 제1심 판결이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이유가 긍인
되는 바이므로 이러한 이유에 입각한 원심판단은 그 정당함이 인정되어 소론
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낙태죄의 법리나 긴
급피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행위의 주체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또한 행
위는 A의 낙태시술을 하다가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우리 형법은 제270조에서 의사 등의 낙태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의
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
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위당시의 모자보건법(시행 1973.5.10., 법률 제2514호, 1973.2.8, 제정)
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동법 제2조 제4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
적으로 모체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8조 제1항에
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
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공임신중절
이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당시 모자보건법시행령(제정 및 시행 1973. 5. 28, 대통령령 제
6713호)은 제3조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한계에 대해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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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임신한 날로부터 28주462) 내에 있는 자에 한하
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으로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
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 원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유전성 범죄경
향이 있는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써 그 질환의 태아에 미치는 발
생빈도가 10퍼어센트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모자보건법 제12조는 ‘형법의 적용배제’라는 표제 하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 및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형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었다.
사실관계를 형법 및 당시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문의 갑의 행위는 일응 형법 제27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상낙태치사
죄,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촉탁낙태죄,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과실이 있음
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에 의한 사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270조 제
3항의 업무상낙태치사죄와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남는 것은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낙태죄로 갑의 행위는 업무상낙태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두 가지 점이 문제가 된다. 첫째
갑의 업무상 낙태행위가 당시 모자보건법 제12조에 따라서 처벌받지 아니하는
행위인가 여부와 둘째 갑의 행위가 모자보건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우선 첫 번째 사항부터 판단하여 보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갑이 A에
게 행한 낙태시술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고 판단한 아래 부득

462)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2012. 1. 6. 시행, 대통령령 제23488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임신 24주
일 내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한다(제15조 제1항). 28주일에서 24주일로 바뀌게 된 데는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태아의 모제 밖 생명유지 가능성 판단 시기가 짧아졌기 때문이라 한다(2009.
7. 8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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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하게 된 조처이다. 문제는 사실관계에서는 A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
내에 있는 자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A가 만약 28주 이내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당시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위 규정과 동법 제12조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A가 임신한지 28주를 넘어선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갑은 A의 임신의 지속에 따른 신체
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A에게 낙태시술을 행하였다. 긴급한 위난에 있어
서 그러한 시술을 하게 된 것이므로 갑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다. 우선 갑의 낙태시술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상태에서 행해졌다. 따라서 갑의 행위에 있어서 위난의 현재성은 인정
된다.
다음으로 피난행위의 보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갑은 A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시술을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그 당시에
는 다른 방법보다는 낙태시술이 임산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충족된다.
보충성을 충족시킨다고 본다면 이익균형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문
제된다. 이 사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모체의 건강 및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태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안에서 이익형량의 대상은 산모의 신체 또는 생명과 태아의 생
명이다. 임산부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은 서로 비교형량이 곤란한 대상이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
되어야 하며,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463) 따라서
태아의 경우에도 낙태죄를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형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자기 낙태) 또는 2년 이하의
463)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전원재판부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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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동의 낙태)에 처하도록 한다. 게다가 형법은 살인죄의 경우 과실치사죄
등과 함께 제24장 살인의 죄에 두고 있는데 반하여 제27장에서 낙태의 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464) 이러한 형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태아의
경우 모체 밖으로 배출된 경우에만 생명으로서 보호되는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산부의 생명이 태아의 생명보다 더 우월하게 보호되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이 충족되므로 갑의 행위는 긴급피
난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듯 산모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
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하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
다.465) 요컨대 비록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기간(28주)을 도과하였더
라도 임부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한 불가
피한 수단으로 취해진 낙태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독자집안의 며느리인 임산부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 받
더라도 출산을 원할 때에는 낙태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낙태행위를 하였다면 그 의
사의 낙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66) 산모의
생명이 태아의 생명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산모는 우선 자신의
의사로 생명을 잃어도 좋지만 낙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표시를
하고 있고, 의사는 이에 반하여 모체에 연결되어 있는 태아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태죄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동의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형법에 따르면 자기가 스스로 낙태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
정을 두고 있는 데다가(형법 제269조 제1항),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처벌을 하고 있고(형법 제269조 제2항), 임산부의 동의가 없
는 경우에 낙태한 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형법 제270
조 제2항). 즉 형법은 임산부의 신체침해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태아의
464) 이러한 점은 낙태죄(독일 형법 제218조)를 형법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에 모살, 고살 등과 함께 위
치시키고 있는 독일형법의 태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465) 허일태(1997), “긴급피난,” 119면도 같은 취지.
466) Roxin, AT I, §16 R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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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467) 피해자인
임산부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침해라는 위법성은 조
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정형의 비교는 이익형량의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468) 왜냐하면 법정형은 단순히 보호법익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의 내용에도 의존하고 있기 때
문이다.469)
예를 들어 갑작스런 행인의 폭행을 피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뛰어든 경우,
폭행(제260조 제1항)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에 비하여 주거침입(형법 제319조)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례를 단순히 법정형만으로 이
익비교를 한다면 주거침입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었으므로 이익비교
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또한 법정형은 그 범위가 있
고, 처단형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형만 가지고 어떤 것
이 우월하다고 단순히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게다가 우리 형법은 개인적
법익 중 자유나 명예에 관련된 법익보다 재산이나 공무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
서 더 법정형을 높이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무나 재산이 자유나 명예보
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470)

2) 법익의 가치비교
형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익과 행정법이나 민사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법익
간에 비교를 하면, 형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익이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형
법은 특정법익보호를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보호법익은 다른 법
467) 임산부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의낙태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낙태죄에 있어서 임
산부의 의사결정의 자유는 그 보호법익이 아니라고 해석된다<전지연(2006), “낙태죄의 해석론과 입법
론,”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심온 김일수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박영사, 368면>.
468) 배종대(2011), 『형법총론』, 381면.
469) 이용식(2007),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2007.6., 22면.
470) 손해목(1988), “긴급피난론,” 146-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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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법익보다는 더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471)
예를 들어 큰 재산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건축법에 위배되는 건
축 또는 개축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건축법위반행위는 형법 제22조에 의해 위
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472) 이와 같이 형법상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의 급박한 피난은 교통법규나 각종 신고 내지 절차에 관한 법규위반 등에 우
선한다. 한편 많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가 자신이 진
료한 비밀을 국가에 보고하여 형법 제317조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도 위법
성 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에 해당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도 이익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밀수품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가택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은닉장소로 추
측되는 사람의 주거를 적법한 영장없이 수색한 경우 그의 주거침입의 위법성
은 조각될 수 없다.473) 왜냐하면 주거의 자유와 범죄인의 처벌, 사회질서유지
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거 등에서의 야간
영장집행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5조474)가 형법 제22조에 관련된 이익
비교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3) 법익침해의 정도
앞에서 본 것처럼 형법상 법정형의 비교가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가치를 갖
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익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위
법성조각의 결론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사람의 신체나 자유가 재산
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신체의 사소한 침해를 막기
위해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익형량으로 볼 때 높은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바꾸어 말하면 타인의 재산에
471) Rudolphi, Hans-Joachim in: Systematisch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Metzner, vor
§§1 Rn. 12ff.
472) Roxin, AT I, §16 Rn. 25ff.
473) 한정환(1998), “긴급한 피난행위에서의 상당한 이유,” 265면.
474) 형사소송법(2013. 1. 1. 시행, 법률 10864호) 제124조(야간집회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
수ㆍ수색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고, 간수
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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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타인에게 경미한 상처를 내는 경우에는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있다. 또한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경미한 상
처를 내는 경우에도 비교 교량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
안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사안은 스토커가 생명에 대한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스토커에게 상해
를 입힌 사안이다.475)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B는 수년 전부터 A로부터 같이 살자면서 괴롭힘을 받아오던 중 A가 다른 형
사사건으로 구속되자 주거지와 일을 하던 가게를 옮기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는
등 A와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
2003. 5. 6. 경 A가 갑자기 B의 집 앞에 나타나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자마
자 B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자신과 같이 살지 않으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B를 협박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하루 종일 B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B의 핸
드폰으로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면서 B의 가족들 주거지와 전화번호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가족들을 찾아가 죽이겠다고 B를 협박하였다.
이에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혼자 집에
가기 무서우니 집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는 부탁들 하였고, 갑은 B가 처한 위급
한 상황을 듣고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승용차로 이 사건 사고장소인 모처 이면
도로에까지 B를 태워다 주었는데, 갑이 위 장소에 B를 내려준 뒤 담배를 피우
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갑자기 B가 갑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다시
올라타면서 ‘그 사람이 있다, 빨리 출발하라’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한편 A는 이 사건 당일에도 B를 만나기 위해 B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
었는데, 갑의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던 B가 A를 보고 도망가는 것을 발
견하고서는 B를 잡기 위해 갑의 차량쪽으로 달려가서 B가 갑의 차량에 올라타
자 갑의 차량의 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갑의 차량 운전석 방면으로 달려가 운전
석 옆쪽 백미러 앞 보닛 부분을 손으로 짚으려고 하였다.
그 순간 갑은 자신의 차량을 급출발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갑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이 A의 다리 앞 부분을 스치며 지나갔고, 이에 A는 충격을 피하려고 엉
겁결에 뒤로 물러서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하며 땅에 넘어지는 바람에 약 3주간
475)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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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에도 갑은 동승한 B를 A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고, A는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갑의 차량에 역과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B는 경찰관으로부터 사고관련 전
화를 받고서도 A가 자신을 파출소로 불러들이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 생
각하여 갑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A에게 전화를 걸어 A를 스토커
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위 사안에서 검사는 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1심법원은 갑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A, B
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사진, 진단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하였다.476)
이에 대하여 갑은 자신이 A를 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설
사 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A로부터 추격을 당해 극도의 위험에
처한 B를 피난시키기 위해 황급히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므로 아무런 구
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긴급피난
에 해당하여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우선 2심법원은 갑이 이 사건 당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피해자의 앞부분을 스치며 급출발한 과실로
A로 하여금 충격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다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
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은 이러한 ‘갑의 행위가 B를 A로부터 벗어나게 하기위해 다
급한 상황에서 급출발하다가 A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량을 운행한 것으
로, 갑이 A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476) 부산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3고정1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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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처한 상황의 위험성, A가 다친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당시 갑으로서는 B의 보호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적어보였다’는 판단 하에, 갑의 행위를 “긴급피
난에 해당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심법원은 1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
사는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고, 긴급피난 내지 기대
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에 대한 평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B는 피해자 A로부터 가족들을 죽
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갑은 이러한 상황을 듣고 B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갔었는데, B가 갑의 차에서 내려오다가 피해
자 A를 발견하고 갑의 차 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A가 이를 쫓아가서 보닛부분
을 짚자 갑이 차를 출발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차량 출발로 인해 A에게 3주간
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 후 갑은 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
이러한 갑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하 ‘특
가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특가법은 제5조의 3에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
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한 특가법 제1항 제2호는 가중처벌되는 경우로 “피
해자를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갑은 A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구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떠났으므로 일응 위에서 규정하는 특가법 제5조의 3에서 규정하는 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갑의 이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해 본다. 우선 갑의 행위 당시 상황부터 살펴보자. 갑은 B가 A로부터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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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B를 보호하기 위해 A가 자신의 차로 다
가오자 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타인을 A의 위해라는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A의 행위는 부당한 행위인가.
사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A의 행위는 B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고, A
가 피해를 입을 당시에는 (명확한 목적은 드러나지 않지만) B를 잡기 위해 자
동차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A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
박에 근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A의 행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밀접한 행위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곧 발생이 예견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A의 행위에 대해 갑이 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
는지 여부이다. 부당한 침해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협박을 수차례 하여
왔고, 지속적으로 B를 쫓아다니던 A가 차에 손을 짚으면서 급박한 침해가 현
존하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차 안에 있던 갑은 차를 출
발시켜서 현장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으리라 보인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필요성의 원칙도 충족이 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정당방
위가 성립할 수 있다.
A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면 긴급피난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A의 협박 또는 폭행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긴급피난에 있어서 B에
게 위난이 현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갑은 자신
의 차를 운전하여 황급히 이를 벗어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상대적 최소수단으로써 상해의 크기를 고려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협박 또는 폭행이라는 의사결정의 완전성, 신체의 보호
에 대해 신체에 대한 상해라는 점이 충돌하고 있다. 단순히 법정형을 비교하
면 형법상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에 의한 상해는 5만 원 이하
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금고이다(형법 제268조). 따라서 단순히 법정형
을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법정형은 최고의
형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처단형이 다를 수
있다. 즉 위 사안의 경우에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라는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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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히게 되었는데, 이에 반하여 B는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A의 협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A가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A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인
다. 그러므로 이익균형의 원칙도 충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긴급피
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판례가 제시하는 기대가능성은 고려할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의 신체에 대한 경미한 침해가 법이 보호할 가치 있는
법익이라고 한다면, B의 신체, 의사결정의 자유와 A의 신체라는 교량하기 어
려운 법익이 충돌하므로 기대가능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긴급피난
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당시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러한 기대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인다.

4) 생명과 생명의 비교교량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환경권 등의 경우에는 다른 법익
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채혈의 사례에서처럼477) 예외
가 있을 수 있다.
헌법은 기본법이므로 긴급피난의 이익비교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 인공호흡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응급실의 의사가 소
생가능성이 30%인 환자에게 이 기계가 장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70% 이상의
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이 기계를 옮겨 놓자 원래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478) 이 경우 생명과 생명이 대립되는
상황이므로 의사의 행위는 형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생명이라
는 가치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는 가치이다. 따라서 인
간의 존엄성이 높고 낮음의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권도 역
477)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혈을 명백하고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채혈
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채혈한 경우(Gallas, Wilhelm, Niederschriften ueber die Sitzungen der
grossen Strafrechtskommission, Band 2, 1958, S. 151)
478) Roxin, AT I, §16 R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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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생명은 계산의 대상도 아니다.479)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이 희생된다거나, 소수의 사람이 보다 더
다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되는 것은 허용될 것인가? 이러한 경우도 허
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사람에 대
한 살인도 생명을 단축시킨 것이며, 죽음에 직면한 생명도 또한 법질서의 보
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480) 게다가 어떠한 경우에 실제로 누군가가 확실히
죽을지 죽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481)
생명을 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사회적인 명망가나 세계적인 석학을 구하기 위해 부랑자나 상습범
죄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482)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으로 인
정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두 법익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헌법상 기본권 상호간의 서열은 분명하지 않으나, 개인의 인격적ㆍ
정신적 이익이 재산권이나 근로 3권 등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483)

5) 위난을 초래한 경우의 이익형량
위난을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더 자세히 서술할 예정이므로 여
기에서는 이익형량에 있어서 위난을 초래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
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긴급피난 상황을 유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하지만
긴급피난을 하기 위해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긴급상황
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조각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
479)
480)
481)
482)
483)

Tröndle/Fischer, StGB, §34 Rn. 7.
Roxin, AT I, §16 Rn. 34.
Roxin, AT I, §16 Rn. 35.
Roxin, AT I, §16 Rn. 45.
이용식(2007),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23면.

- 158 -

으므로 그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
호받는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
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484) 다음은 자초위난에 있어서 자초성이 이익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이다.485)

갑은 서울 소재 A선박 주식회사의 부산사무소장이며, 을은 위 회사소속 선원
이다.
갑과 을은 1982년 11월 경 부터 무역불황으로 위 회사소유 화물선 금성호 등
4척의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고 당국의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어
민들의 양식장설치지역인 경남 모처 앞바다 북방 800미터 지점에 정박하여 관
리하여 왔다.
1983년 8월 3일 피해자 A 외 2명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 부근에 피
조개 양식장을 설치하였고, 이 양식장은 위 정박된 선박과 가까울 때는 20미터
접근된 상태에 있었다.
갑과 을은 위 지역이 양식장 주변으로 대형선박을 장기간 정박시킬 수 없으
며, 태풍 등 강풍이 내습하면 위 선박이 안전상 닻줄을 늘여 주어야 될 것이며,
그 결과 이 선박이 양식장으로 밀려들어 양식시설을 손괴하리라는 점을 인식하
고 있었다. 하지만 갑과 을은 이러한 점을 인용한 채 선박을 방치하고 있었다.
1983년 9월 26일 경, 갑과 을은 태풍이 내습한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125미터
(5샤클)로 풀어 두었던 닻줄을 175미터(7샤클)로 늘여 두었다.
1983년 9월 28일 6시 경 태풍이 내습함으로써 위 선박이 위 어장내로 밀려들
어와 어장시설비 약 12,000,000원 상당 및 부착된 486,000,000원 상당 등 종패가
손괴되었다.

1심은 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갑과 을을 손괴죄의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A선박주식회사의 부산사무소장 및 선원으로서 위 회사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지점 해상에 위 회사 소유의 화물선 금성호를 포함한
4척의 선박을 정박시켜 두고 있었고, 위 해상은 해군의 작전지역으로서 사전
484) 같은 취지로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15-316면.
485)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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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할부대의 허가가 없이는 위 선박들을 이동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성호 등은 휴지선이므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운반선을 이용하여서만 이동시
킬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해상에 금성호 등을 그냥 정박시켜 두고 있던 중 태
풍 코리스트호가 내습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1만 톤급 배인 금성호의 안전과
그 근처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이나 그 밖에 육상 및 해상시설의 보호를 위하
여 금성호의 닻줄을 태풍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한 닻줄길이인 7샤클(175미
터)의 길이로 늘였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주체인 것처럼 인정하여 피고인들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없이 공
유수면을 점용하여 미필적 고의로 재물손괴의 죄를 범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각 양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항소심은486) “재물손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태풍에 대비하여 배의 안전을
생각한 나머지 위 금성호의 닻줄을 5샤클에서 7샤클로 50미터 정도 늘여 줌으
로써 가까운 경우 약 30미터나 근접하여 있는 피조개양식장에 위 금성호가 태
풍으로 밀려들어가 이 사건 물적 피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인식은 하였겠으나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더구나
원한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조개양식장에 물적 피해
가 발생하면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법적 문제를 발생케 하리라고 짐
작되는 객관적 상황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물적 피해발생을 인용(묵
인)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더 양보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적 피
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아무런 자신도 없이 위 금성호의 안전만 염두에
두고 피조개양식장에 물적 피해가 발생함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
다고 보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적 피해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였으므로 미
필적 고의를 가졌다는 입장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
는 천재지변에 즈음하여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때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재물손괴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에 있어서 항소심은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는 위 금
486) 마산지방법원 1984. 11. 2. 선고 84노624 판결.

- 160 -

성호를 포함한 4척의 선박의 소유자는 A선박주식회사이며 위 회사의 모든 업
무결정은 대표이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도 위 회사의
해사담당이사인 소외 D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위 선박들의 관리업무에 종
사한데 불과하며, 달리 피고인들이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
로 위 선박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
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의 주체는 이 사
건 외 A선박주식회사이거나 위 회사의 업무결정권을 가진 기관임은 별론으로
하고 아무런 업무결정권도 없는 피고인들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의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사실을 모두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항소심은 재물손괴죄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째,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그 판시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이 사건 금성호의 7샤클(175미터)이던 닻
줄을 5샤클(125미터)로 감아 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
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금성호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은 것은 피조개양식장의 물적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
다.
둘째, 이 사건 금성호는 공유수면점용허가없이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이나 A선박주식회사로서는 같은 해상에 점용허가를 얻어서 피조개양식장을 설
치한 피해자 A측의 요구에 응하여 금성호를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곳
에 미리 이동시켜서 정박하였어야 할 책임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박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
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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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면 피고인들로서
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
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
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셋째, 관리청의 허가없이 회사소유의 선박을 정박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한
경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4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주체는 그 선박의
소유자인 회사나 회사의 업무결정권을 가진 기관 또는 선장등과 같이 선박운항
의 결정권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새겨진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A선박주식회
사의 해사담당이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위 선박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피고
인들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업무결정권이 없으므로 같은 법의 위반죄가 성립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 사례에서는 갑이 선원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이라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을의 피조개양식장 피해라는 재산적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전하고
자 하는 법익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며, 이에 반하여 침해한 법익은 재산이
라고 할 수 있다. 위난이 발생하였는가와 관련하여서 사실관계와 같이 태풍이
왔으므로 위난의 현재성은 인정된다.
다만 뒤의 자초위난에 대한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및 휴지선을 이동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갑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 문
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다른 곳에 정박해야 할 책임을 인정
하면서도 긴급피난의 요건으로서 위난을 인정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자초위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이 사례에 대해 설
명하자면 여기서 문제되는 위난이란 태풍이라는 점이다. 즉 태풍이라는 위난
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휴지선의 샤클을 늘려놓는 일이었고, 휴지선을 이동시
켰다고 할지라도 태풍이라는 위난이 닥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으리라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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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박을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공유수면점용허가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샤클을 늘려서 자신의 배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 외
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점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충족이
된다. 게다가 이러한 갑 등의 행위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서로 비
교해보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생명ㆍ신체ㆍ재산임에 반하여 침해한 이익
은 재산에 불과하여 둘을 상호 비교할 경우에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월등하
게 우월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본 대법원의 견해는 타당하다.

4.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피난행위가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한 수단이더
라도, 사회윤리나 법정신에 따라 다시 판단해서 적합한 것이 아니면 상당한
이유 있는 피난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487) 이 원칙은 목적설의 원
리인 “정당하게 승인된 목적에 적합한 수단”에서 유래한 것이다.488)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유기천

교수는

독일의

“angemessenes Mittel”을 “상당한 수단”으로 표현하면서 이를 실질적 상당성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489)
적합성의 원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
다.
첫째, 이익형량의 원칙은 피난행위의 결과와 관련되며 수단의 적합성은 행
위면의 평가라고 한다.490) 이 견해는 예컨대 부당하게 기소된 형사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이 때문에 생긴 자신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방
법으로 피하려 한다면 이것은 법에 상응하는 법익충돌의 해결이 될 수 없으

487) 김일수(1992), 『한국형법 I』, 651면; 이형국(2007), 『형법총론』, 158면.
488) 이형국(2007), 『형법총론』, 158면; 독일에서는 적합성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Lenckner, Ziesc
hang, Köhler)과 이익형량 규정 외에도 적합성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Jakobs, Jescheck, Neumann)
으로 나뉜다(Zieschang, LK, §34 Rn. 79, 80).
489) 유기천(1978), 『형법학(총론강의)』, 제9판, 일조각, 178면.
490) 이형국(2007), 『형법총론』,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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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적합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로 든다.491)
둘째로 사회윤리적 근거에서 적합성 심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학설은
이를 뒷받침 하는 예로 갈라스의 이른바 강제채혈의 사례(Fall der erzwungenen
Blutentnahme)를 들고 있다.492) 즉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수혈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으나, 그는 특수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때 우연히 병원 구
내에서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발견되지만 그는 헌혈을 거부한다. 이제
그는 의사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혈을 당한다. 이 예에서 의사의 행위가 긴
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매우 곤란하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예에서 의사의 행위를 통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채혈당
하는 자의 일시적인 자유박탈과 폭력 내지 상해를 통한 신체적 완전의 손상이
며, 보전되는 법익은 환자의 생명이다.493) 그러므로 보전이익이 피침해이익보
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문제해결의 초점은 한 인간을 다른 법익을 구
조하기 위해 인격이 아닌 단순한 도구로 사용한 의사의 행위를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수단의 적합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입장은 사회
윤리적 견지에서 의사의 행위를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494)
하지만 이익형량을 폭넓은 관점에서 행한다면 이익균형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에 별도로 행위의 적합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
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질서의 근본원칙으로서의 사적 자치보전에 관한 법률
공동체의 이익, 자체목적(Selbstzweck)으로서의 인간존중에 관한 이익 등이 동
시에 형량되어야 하고, 그 결과 환자의 생명이 우월한 법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495) 따라서 보충성과 이익균형이 충족된 경우 사회적 윤리적 기준
또는 기타의 기준에서 피난행위의 정당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491) 이형국(2007), 『형법총론』, 159면; 정영일(2007), 『형법총론』, 213면.
492) Niederschriften, Über die Sitzungen der Grossen Strafrechtskommission, Bd.2, 1958, S.151.
Gallas, Wilhelm, Der dogmatische Teil des Alternativ-Entwurfs,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ZStW’) 80, 1968, 1, S. 26f.
493) Lenckner, a.a.O., S. 131; Alternativ Entwurf eines Strafgesetzbuches, Allgemeiner Teil.
2.Aufl., Tübingen, 1969, S. 53.
494) Gallas, Der dogmatische Teil des Alternativ-Entwurfs, S. 24; 이형국(2007), 『형법총론』,
158-159면도 같은 입장이다.
495) 같은 취지로 Lenckner, a.a.O., S.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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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적합성의 원칙은 중복되는 원칙일 뿐이다.496)
적합성의 원칙에 대해 피난행위가 위난을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행위이
고,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클 경우 피난에 적합한
행위인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497) 다시 말해 이 입장에서는 보호
이익이 침해이익보다 현저히 크고, 위난을 초래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으로 피난이 이루어진 경우, 이 행위는 당연히 피난
에 적합한 것이므로 별도로 적합성의 원리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하지
만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은 사회윤리적 가치판단 요소가 투입된 것이므로 객
관적인 척도와 계량적인 측면에서만 수단과 방법을 바라보는 보충성의 원칙과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면에서 보면 이익형량의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바라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5. 방어적 긴급피난에서의 상당한 이유
가. 문제의 제기
긴급피난의 위난 발생원인은 제공한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
와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나 위난과 관계없는 물건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498) 전자의 경우에는 부당한 침해를 한 당사자에 대해
반격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방어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방어적 긴급피난
이라고 하며, 후자는 위험의 원인과 관계없는 제3자나 물건에 대한 공격적 성
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격적 긴급피난이라고 한다.
방어적 긴급피난은 다시 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행위와 물적 법익
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아직 위법한
공격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곧 공격할 것이 확실한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이
른바 예방적 방어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예로는 발작을 일
496) Baumann/Weber/Mitsch, AT, §22 II 1b; Roxin, AT I, §16 Rn. 79ff; Schönke/Schröder/Lenckn
er/Perron, §34 Rn. 79 참조.
497) 배종대(2011), 『형법총론』, 379면은 즉시, 확실하게 그리고 종국적으로 위난을 피할 수 있는 모
든 수단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난행위는 법치국가적으로 제한하기는 힘들
다고 한다.
498) 신동운(2011), 『형법총론』,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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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킨 간질병 환자가 자신의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방어적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기준과 범위는 공격적
긴급피난에서의 그것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위난의 발생과 무관한 사람이
나 물건에 대해 행해지는 긴급피난 행위는 위난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에 대
해 불측의 침해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법익교량에 있어서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499) 방어적 긴급피난은 위난과 관계없는 제
3자나 혹은 물건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긴급피난 사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형법 제22조에서 예정하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
는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
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위난의 원인에 대해서나 피난
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방어적 긴급피
난과 같이 위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물건에 대한 긴급피난도 형법 제22조에
서 예정하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방어적 긴급피난에서 문제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대물적
방어적 긴급피난으로써, 옆집의 개가 줄이 풀려서 자신을 물려고 달려드는데
달리 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 개를 발로 차서 죽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지키기 위해 위난의 원인을 제공한 물건 자체를 손괴한
것으로 대립되는 이익은 신체와 재산이다. 위난의 현재성과 보충성이 인정된
다는 전제하에, 신체와 재산을 비교하여 보면 신체는 재산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므로 그 우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 피난행위자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위난이 직접 발생한 그 상태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방어적 긴급피난에서 문
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차 예상되는 위법한 공격에 침해의 현재성이 인
정되지 않아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는 없지만 긴급피난의 위난의 현재성 요
건에는 해당하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500) 이러한 사
례에 있어서는 때때로 위난을 야기한 사람에 대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만 위
499) 신동운(2011), 『형법총론』, 297면; 오영근(2012), 『형법총론』, 355면.
500) 김성돈(2009), 『형법총론』,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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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의 공격적 긴급피난에
있어서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르면 보호한 이익이 침해한 이익보다 현저히 우
월한 경우에 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과 비교하여 약간 우월하거나 혹은
동가치이거나 더 적은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상당한 이유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일부 견해는 형법 제22조가 전제하는
침해이익과 보호이익간의 가치관계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한
다.501) 따라서 이러한 전환을 바탕으로 방어적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
유의 기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 방어적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방어적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판단기준과 공격적 긴급피난에 있
어서 상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서로 다르다. 공격적인 긴급피난에 있어서 이
익균형의 원칙은 불측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보호된 이익이 침
해된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502)
문제는 방어적 긴급피난에 있어서 균형성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다. 피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부터 위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균형성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여타의 조건이 같다면 균형
성의 인정범위에 있어서 방어적 긴급피난이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보다 더
넓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통설에 의하면 균형성의
판단은 법익교량은 물론 그 이외의 제반 사정까지도 고려한 포괄적인 이익교
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위난이 피난행위자에 의하여 발생하였
다는 사실(자초위난)이 이익교량의 요소로서 고려되듯이 피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부터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당연히 이익교량의 요소로
서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이다.50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이
501) 이용식(199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39-40면.
502) 정성근/박광민(2011), 『형법총론』, 250면.
503) 원형식(2001), “소위 "예방적 정당방위"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16호, 2001.12., 한국형사
법학회,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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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사람으로부터 초래된 방어적 긴급피난에서는 이익비
교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호이익이 현저히 우월해
야 한다는 긴급피난의 일반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학설은
보호이익이 침해이익에 비해 현저히 우월해야 한다는 원칙은 공격적 긴급피난
에 적용되는 것이고, 방어적 긴급피난의 피난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현저한 우월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형법 제34조와는 별개의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본다.504) 하지만 우리 형법 제22조는 우월한 이익의 보호를 명
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당한 이유’의 해석으로 방어적 긴급피난의 위
법성조각적 성질을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는 방어적 긴급피난 역시 긴
급피난의 한 형태이므로 이익비교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505)
방어적 긴급피난에서 이익균형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를 초법규적인 사유에서 찾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긴급피난에서의 이
익비교는 추상적인 법익비교와는 달리 구체적ㆍ현실적 상황들을 모두 고려한
복합적인 가치판단이다. 그러므로 일응 경하게 경가될 수 있는 법익이 이익형
량을 통해 우월한 이익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난행위의 상대
방이 위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대방은 위난으로부
터 발생한 손해를 수인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방어적인 긴급피난에서 긴급행
위의 위법성조각 여부와 관련한 이익비교에 있어, 피난행위자의 이익이 위난
에 처한 사람의 피난행위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보다 현저하게 우월한 이익
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506)
예컨대 발작을 일으킨 정신질환자나 간질환자와 같이 원인초래자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의해 고가의 재물에 손상을 입게 된 자가 위난을 초래
한 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입힌다거나 잠시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
504) 이 이론은 보호이익의 현저한 우월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독일민법 제228조의 긴급피난규정
을 형법의 긴급피난에 유추적용하자는 입장이다(Jakobs, AT, §13 Rn. 46ff 참조). 이용식(1995), “정
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39면 등.
505) 배종대(2011), 『형법총론』, 305면; 조준현(1998),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법리에 관한 사례연
구,” 『형사판례연구』 제6호, 1998.7., 박영사, 104면 이하; Zieschang, LK, §34 Rn. 72ff; Roxin,
AT I, §16 Rn. 65f; Schönke/Schröder/Lenckner/Perron, §34 Rn. 30 등.
506) Schönke/Schröder/Lenckner/Perron, §34 R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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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상적인 법익비교에 의하면 이 경우 감금이나 상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이익비교에서는 원인을 초래한 자에게 위험인수의
무를 인정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507)
이렇듯 방어적 긴급피난에서는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
으로 우월하지 않거나 심지어 낮은 가치인 경우가 많지만, 이익형량은 추상적
인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의 가치관계에 따라 판
단되는 것이다.508) 이익형량에서 결정적인 것은 보호된 법익이 그 절대적인
서열에 따라 높은 가치인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된 법익이
구체적인 생활상황에서 보다 보호할 만한 것인지에 달려있다.509) 마찬가지로
운전사가 실신하여 운전사 없이 질주하는 버스를 피난행위자가 급제동하여 탑
승객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힌 행위의 경우에도, 버스의 질주로부터 자신의 가
옥이나 점포 등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한 경우 보호법익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다. 예방적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예방적 긴급피난은 침해행위자가 법익 침해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의 위법
한 침해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방적 긴급피난은 정당방
위의 요건 중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침해의 현
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방적 긴급
피난에는 즉시 방어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질 수도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510) 예방적 긴급피난은 위난이 피난행위
로 피해를 입은 자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방어적 긴급피난의 한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방적 긴급피난의 예로 외딴 곳에 있는 주점의 주인이 경찰순찰차
가 지나간 후 바로 자신을 습격해서 돈을 뺏자고 모의를 하는 것을 듣고 그

507)
508)
509)
510)

Roxin, AT I, §16 Rn. 72.
배종대(2011), 『형법총론』, 382면.
이용식(199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40면.
Roxin, AT I, §15 R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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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한 자들의 술에 미리 수면제를 타 먹여 공격을 원천봉쇄한 사례를 들 수
있다.511)
앞의 예에서는 아직 주인의 돈을 뺏는 행위 즉 강취행위가 행해지지 않았으
므로 침해의 현재성이 충족되지 않고 따라서 주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주인이 만약 수면제를 먹여 재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모의
한 자들에 의해 자신이 포박당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침해의 발생을 기다릴 경우에는 방어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방적 긴급피난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주인의 방
위행위는 정당방위의 현재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긴급피난의 요건인 위
난의 현재성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강도에 의한 침해의 예방이라는 주점주
인의 이익이 신체의 안전에 대한 일시적 침해라는 손님들의 이익보다 우월하
므로 형법 제22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 사회에서 위험의 예방을 담당
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이 하는 예방적 방어행위의 위
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보다 그 요건상으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
다. 요건상 제한방법으로는 보충성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요건상의 강화가 공격적 긴급피난에서처럼 엄격한 보충성을 요구하는 것
은 아니다.
예방적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 피난행위를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앞의 사례에서 경찰의 도움을 바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결과발생의 방지를 할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다.512)
보충성의 원칙과 달리 예방적 긴급피난에 있어 이익비교의 원칙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피난자에게 그 공격을 피할 것을 요구하거나
수인할 의무만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위난을 통해 보호되는 법익이 ‘본질
적으로 우월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피난을 인정할 수 있다.513)
511) Schönke/Schröder/Lenckner/Perron, §32 Rn. 17.
512) Roxin, AT I §16 Rn. 73.
513) 김성돈(2009), 『형법총론』, 284면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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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긴급피난은 급박한 현재의 위난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
인에게 자신에게 발생할 손해를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
위행위로서 자기수호를 목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와는 달리
긴급피난은 보충성의 원칙, 이익균형의 원칙이 엄격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는 정당행위의 사회상규와는 다른 고유한 의
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상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
행위 등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 위법성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 적합성의 원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
뉘고 있다. 생각건대 이익균형의 판단을 넓게 본다면 적합성의 원칙은 이익균
형의 원칙 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의 긴급피난과 달리 유일한
방법일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법 제22조 입법과정에서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독일의 명문규정에서의 필요성 요건을 넘어서 상당성을 규정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르면 피난행
위는 유일한 방법일 필요는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수단을 선택함에서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익균형의 원칙을 판단함에는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하려는 이익간의 법정
형 비교, 법익의 가치 비교,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한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강제채혈의 사례의514)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형
량기준에 넣어 판단한다면 의사를 처벌하는데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광범
위한 이익형량 기준을 설정하면 수단의 적합성이라는 표지를 상당한 이유의
해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방어적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방위행위라는 측면에서
514) 전술 1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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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긴급피난에서의 요건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어적 긴급피
난에서는 이익비교에 있어서 피난행위자의 이익이 위난을 초래한 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월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예방적 긴급피난은 위난의 발생이 목전에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긴급피난의 현재성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난도 포함하므로 피난행위로 인한 위법성조각이 논의될 수
있다. 예방적 긴급피난은 위난이 피난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자에 의
해 초래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방어적 긴급피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따라
서 이익비교의 원칙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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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형법상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해석 관련 문제
제1절 서론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첫째는 자기가 초래한 위난의 그 취급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자초위난이 긴급피난 요건 중 위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긴급피난의 요건 중
상당한 이유의 해석에 이를 포섭할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둘째는 과잉긴급피난의 문제이다. 우리 형법은 과잉긴급피난을 규정함에 있
어서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잉긴급피난의 규정형식은 과
잉방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준용규정에 따라서 과잉방
위와 같이 과잉긴급피난도 책임감면적 과잉긴급피난과 불벌적 과잉긴급피난의
두 가지를 갖게 되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러한 과잉긴급피난이 인정될 것인지 혹
은 상당한 이유의 요건 중 어떤 요건이 결여될 경우에 과잉긴급피난이 인정되
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 불벌적 과잉긴급피난에 있어서 그 효과 및 범
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자초위난과 과잉긴급피난의 순
서로 상당한 이유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제2절 자초위난과 상당한 이유
1. 자초위난의 의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
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형법은 그 규정상 긴급피난으로 벌하지 않
는 위난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라고만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위난이란 법익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일련의 사유를 말한다.515)
우리 형법은 이렇듯 위난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515) 신동운(2011), 『형법총론』,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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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재해, 동물에 의한 것 등을 불문한다. 한편 위난이 발생하게 되는 원
인을 피난행위자가 스스로 제공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긴급피난
에 있어서 피난행위자 자신이 위난상태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가리켜 위난
을 자신이 초래했다는 의미에서 ‘자초위난’이라 한다.516)
자초위난과 비교할 개념으로 도발방위가 있다. 도발방위란 정당방위에 있어
서 방위행위자가 의도적 또는 미필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을 유도 또는 도발하
여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517) 도발방위는 ‘방위자의 도발행위 → 도발
된 자의 공격행위 → 방위자의 방어행위’의 구조를, 자초위난은 ‘피난행위자의
위난 유발행위 → 위난발생 → 피난행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발방위는
피도발자의 침해행위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발된 타인의 의사에
따라 방위행위 상황이 좌우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타인의 행위
의 개입은 그 요건이 아니다. 타인을 도발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법
익을 침해한 경우도 자초위난의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과실로 불을 내었으나
불길이 거세져 자신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려고 남의 집에 뛰어 든 경우나,
과속으로 인해 시야각이 좁은 상태에서 갑자기 뛰어든 개를 피하기 위해 핸들
을 꺾다가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게 된 경우에도 자초위난이 성립할 수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위난을 초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은 형법 제35조(책임조각적 긴급피난) 제1항에서 “행위자가 스스로 이러
한 위난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행위자가 특별한 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난
을 감수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명문으로 자초위난에 대한 면책적 긴급피난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해 독일의 다수설은 위난 발생에 책임이 있다
는 것이 이익비교에서 위난을 초래한 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현저하게 우월한 경우에 피난자의 행위가 정당화되
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한편,518) 행위가 긴급피난권의 남용이 아
516) 신동운(2011), 『형법총론』, 448면.
517) 신동운(2011), 『형법총론』, 287면.
518) Roxin, AT I, §16 Rn. 50, 52; Schönke/Schröder/Lenckner/Perron, §34 Rn. 42; Zieschang,
LK, §34 Rn. 70. 반면 1800년대 말까지는 “스스로 위험을 만든 자는 자신이 그 위험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Binding, Karl, Handbuch des Strafrechts, Band I, Duncker &
Humblot, 1885, S.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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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거나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 한 긴급피난의 성립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고 한다.519)
한편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초위난이
우리 형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위난에 해당한다면 일응 그 해석상 처벌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피난행위자가 위난을 발생하게 된 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이나 책임조각적 긴급피난
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론은
행위자가 스스로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우선 자초위난에 해당하는 사례군을 살펴본 다음 자초위난에
대해서 학설이 어떤 해석론을 취해왔는지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2항이 자초위
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알아보기로 한다.

2. 자초위난 사례
1) 갑은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A의 피조개 양식장 주변에 자
신의 선박을 정박하여 관리하여왔다. 갑은 태풍이 내습한다는 일기예보를 듣
고 닻줄을 길게 늘여두었다. 갑은 위 지역이 양식장 주변으로 대형선박을 장
기간 정박시킬 수 없으며, 태풍 등 강풍이 내습하면 위 선박이 안전상 닻줄을
늘여 주어야 될 것이며, 그 결과 이 선박이 양식장으로 밀려들어 양식시설을
손괴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은 이러한 점을 인용한 채 선
박을 방치하고 있었다. 태풍이 내습하자 갑의 선박이 A의 양식장으로 밀려들
어와 A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520)
- 갑은 자신이 관리하는 선박의 이동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태풍이 내습할
때 B의 양식장에 선박을 정박시켜 두었고, 결국에는 B의 양식장에 피해를 입
519) 독일에서는 Notstandsprovokation의 경우 긴급피난이 성립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
이 있다. Schönke/Schröder/Lenckner/Perron, S.460; Baumann/Weber/Mitsch, AT, S.356 등은 이
를 긍정하고, Maurach/Zipf, AT I, S. 406는 이를 부인한다.
52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이에 대한 평석은 신동운(2011판), 앞의 책, 342-346면
을 이 판결의 경과는 전술 15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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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2) 을은 간음할 목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A녀의 집에 침입하였다. 갑이 A녀
를 강제로 간음할 목적으로 동인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A녀는 놀라 소리를
치게 되었다. 그러자 을은 A녀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었다. 그러던 중 A녀가 갑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
틀며 잡아 뽑아 A녀로 하여금 우측하악측절치치아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
다.521)
- 을은 강간의 실행 중에 자신의 신체일부에 대한 피난상황을 발생시켰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혔다.

3) 병은 여관방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그러다가 병은 갑
자기 자신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창문과 문 등을 견고
하게 막아놓은 상태였다. 병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새 공
기를 방안으로 넣기 위해 여관방의 유리창을 부수고 탈출하였다.522)
- 병은 자살을 기도하다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피난상황을 야기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정은 길을 지나가다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개의 꼬리를 밟게 되었다.
그러자 개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쫓아오기 시작하였다. 결국 정은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허가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다.523)
- 정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동하던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개의 공격을

521)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한 소위를 가리
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522) 이 사례는 차용석(1984), 『형법총론강의』, 고시연구사, 1984, 601면의 사례를 재구성 한 것임.
523) 이 사례는 염정철(1958), 『형법총론대의』, 국제신보사, 1958, 220면의 사례를 재구성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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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지도 모르는 피난상황을 야기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주거침입을 하게
되었다.

5) 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로 불을 내게 되었다. 무는 이 불을 피할 길을 잃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인가로 뛰어들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장독대를 깨뜨리게 되었다.
- 무는 실화를 통해 피난상황을 야기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에 침입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다.

6) 기는 자신의 봉고승용차를 약 70km/h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측 전방 20m 노견에 정차중인 A의 봉고승용차를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급정차하였다. 이 상황에서 기는 자신의 차를 그곳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여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는 봉고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가볍게 1차 충격하였다. 기는 당황한 나머지 더 큰 충격을 피
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과대조작하였다. 결국 기의 승
용차는 그 곳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
었고 그 때 마침 반대차선상을 운행하던 B의 자가용 승용차의 전면을 기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어 그 차를 운전하던 B에게 상해를 입히
게 되었다.524)
- 기는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정차중인 봉고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당
황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꺾어서 운전하다가(피난상황) 마주오
던 B의 차를 충격하여 B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524)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자초위난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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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초위난의 긴급피난 해당여부
가. 문제의 소재
자초위난은 피난행위자 자신이 위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위
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이나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대부분의 견해들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
난을 논의하면서 이를 다루고 있다. 학설은 위난의 발생에 피난행위자의 고의
ㆍ과실이 개입된 경우 이를 긴급피난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나누어지고 있다.
즉 전면부정설, 전면긍정설, 과실에 있어서만 긍정하는 설, 개별적 긴급피난
인정설로 나누어서 주장되고 있다. 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자초위난은 위
난이 아니라는 견해, 자초위난도 위난이지만 상당한 이유의 기준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주장된다. 한편 위난을 초래한 자는 형법 제22조 제2
항에서 규정하는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에서 논의하는 견해도 있
으나 이는 본절 4.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고의•과실 불문 전면부정설
이 학설은 위난을 자초한 행위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일지라
도 결국 그러한 행위자는 위난을 발생시킨 데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긴급피난
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525) 긴급피난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유로 긴급피난행위는 행위전체로 보아 부득이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
데, 위난행위를 자신이 초래한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피
난이 아니라는 것이다.526)
하지만 우리 형법은 앞의 긴급피난의 의의에서 본 바와 같이 긴급피난의 대
상으로 ‘현재의 위난’만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행위자가 고의ㆍ과실에 의하
여 초래한 위난도 긴급피난에서 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525) 임웅(2011), 『형법총론』 244면; 이건호(1977), 『형법학개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18면; 유기
천(1974), 『형법학(총론강의)』, 개정판, 일조각, 177면.
526) 남흥우(1975), 『형법총론』, 개정판, 박영사,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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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의•과실 불문 전면긍정설
이 학설은 긴급피난의 요건에는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 요
구되지 않으므로 긴급피난이 인정된다고 본다. 즉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중 피
난행위자의 위난에 대한 예견ㆍ예견가능성 또는 피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 유
무는 긴급피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527)
위난을 피한다는 것을 본능적 행동에 대한 관용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예컨대 자기의 책임에 의하여 위난을 생기게 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긴
급피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하여 책임조각사
유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긴급피난을 적용하는 데 피난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론상 스스로 초래된 위법한 위난에 대하여도 긴급피난
이 인정될 수 있다.528)
하지만 긴급피난행위는 어디까지나 위난전가행위이므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지는 의문이 든다.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고,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이유에는 언제 어떤 위난에 부딪
치게 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보호된 자와 피난의 결과를 전가 당한
자 사이의 조화가 법질서의 유지에 필요하다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자초위난의 허용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난에 책
임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이 입은 손실을 무작정 전가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 과실로 인한 자초위난에 한해서만 긴급피난을 긍정하는 학설
위난을 자초한 자의 고의와 과실을 나누어서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
는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없고, 과실로 자초한 경우에만 긴급피난을 인정하자
는 학설도 있다. 즉 이 학설에 따르면 최초부터 계획적으로 사정을 인식하고
위난을 도발할 경우 긴급피난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529) 왜냐하면 긴급피
527) 김성돈(2009), 『형법총론』, 281면; 손동권/김재윤(2011), 『새로운 형법총론』, 213면; 차용석
(1984), 『형법총론강의』, 고시연구사, 601면.
528) 김덕용(2007), “자초위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5권, 한국법학회, 2007.2., 333면.
529) 정영일(2007), 『형법총론』, 210면; 오영근(2012), 『형법총론』, 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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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은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정당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극히 제한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고의로 위난을 초래할 경우는 긴
급피난의 남용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530) 이 학설은 긴급피난의 상황
에 이르게 된 위난의 자초성이 고의에 의한 것인가 과실에 의한 것인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긴급피난의 성부를 결정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학설은 형식적 이분설이라고도 부른다.
이 학설에 대해서는 의도적 도발과 고의에 의한 긴급피난을 동일시하고 있
는데다가 실질적 내용이 아닌 형식적 구분에 따라서 판단의 여지를 축소시키
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마. 구체적•개별적 긴급피난의 성립 인정설
이 학설은 고의범ㆍ과실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구체적 사례별로 긴급피난
의 성립이 긍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구별하는 경우이다. 즉 이 설은
과실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며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531) 이 학설도 앞의
형식적 이분설과 같이 목적 또는 의도적으로 위난을 초래한 경우에는 권리남
용이 되거나 피난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을 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예컨대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권리남용이 아니거나
기대불가능한 경우 내지 예상외의 위난이 초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피
난을 할 수 있다고 한다.532)
즉 이 학설은 앞의 형식적 이분설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고의ㆍ과실 유무에
따라서 긴급피난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긴급피난 상
황에 따라서 그러한 피난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것을 요건
으로 하자는 견해이다.533) 다만 위난을 초래했다는 점을 상당한 이유의 세부
원칙들 중 어느 부분의 해석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유책의 자초성을 이익형
530) 이형국(2007), 『형법총론』, 156면; 정영석(1986), 『형법총론』, 제5전정판, 145면.
531) 염정철(1970), 『증보 형법연습 총론』, 1970, 100면.
532) 정성근/박광민(2011), 『형법총론』, 247면;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15면; 박
상기(2011), 박재윤 편집대표,『주석 형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633면.
533) 배종대(2011), 『형법총론』,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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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있어서 불이익한 요인으로 고려하자는 견해가 있다.534)

바. 각 학설에 대한 비판 및 소결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위난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위난의 원인
이 자기의 책임있는 사유로 초래된 경우에도 형법 제22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긴급피난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전면부정설은 형법의 조문 내의 해석을 배
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전면긍정설은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중 피난행위자의 피난에 대한 예견ㆍ예
견가능성 또는 피난행위자의 고의ㆍ과실 여부는 긴급피난에 아무런 영향이 없
다고 한다. 그러나 긴급피난행위는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위난을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보충성의 원칙 및 이익형량의 원칙이 부가된다. 즉 위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질서가 개입했더라도 결국 어느 편인가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면, 다른 수단이 없었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인 한 거기에는 모든 인간을
완전한 동가치를 갖는 개인으로 취급하고 그들 사이의 차별을 배제함을 요구
하는 “평균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보
충성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이 인정된 이유였고,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긍정설은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고의로 초래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적용될 수 없지만 과
실로 초래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긍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하지
만 이 설은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호텔 객실에서 가스중독
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던 자가 중도에 결심을 번복하게 되었는데, 살기 위해서
는 가스가 찬 객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든가 혹은 창문을 의자 등으로 깨뜨리는
방법 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하자. 이 사례에서 자살시도자가 창문을 깨
뜨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고의로 초

534)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15면 이하; 이재상(2011), 『형법총론』, 243면; 이정
원(2012), 『형법총론』,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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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였으므로, 위 설에 따르면 긴급피난이 부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대로 죽는 방법 밖에 없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의문이 생긴다.535)
따라서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의 형식적 관점이 아닌 실질적 관점에서의 구
체적 사례별로 긴급피난이 긍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로 구별하려는 견해
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에 명문상의 요건 외에 개개
행위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피난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할 만한 것을 요건으로
하자는 견해로, 위난의 발생이 자기의 책임에 귀속될 수 있을 때에도 이에 대
한 긴급피난의 여부를 이러한 상당한 이유의 견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상당한 이유의 존재라는 일반적 규제요건에 의거 자초위난에 대한 긴
급피난은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기준 내에서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할 것이다.536)
단 오직 적법한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스스로를
위난상태로 몰아간 경우인 이른바 ‘의도적 도발행위’는 피난목적이 없는 실질
적인 공격행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위난의 자초성은 다음과 같이 이익균형의 원칙에 반영될 수 있다. 의도적
도발에 의한 피난의 경우에는 자초성이 이익 형량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다. 그리하여 긴급피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긴
급피난상황을 야기한 사람은 -비록 자신의 이익이 본질적으로 우월한 경우에
도- 자초성이 침해되는 제3자의 이익에 추가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자기위태화 때문에 긴급피난하게 되었는지 아니
면 긴급피난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구별하게 될 것이다.537) 후자
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보다 이익형량에서 불리하게 된다. 긴급피난 상황을 예
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피할 수도 있었던 경우에는 이
익의 우월성에 앞서 피난행위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35) 차용석(1984), 『형법총론강의』, 601면.
536) 이정원(2012), 『형법총론』, 173면.
537) 이용식(2007), “형법에 있어서 이익형량,”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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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초위난과 형법 제22조 제2항의 해석
한편 우리 형법은 제22조 제2항에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538)이나
일본의 규정과는 달리 우리 형법은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피
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위난상태를 초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
일본형법은 제37조에서 제1항에서 긴급피난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 긴급피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을 두고 있다. 한편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우리 현행형법 제22조에서와 같이 제
19조에 긴급피난규정을, 동조 제2항에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하
여 긴급피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반면 독일형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정황에 비추어, 특히 행위자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특별한 법률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
할 것이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에서 ‘행위자가 특별한 법률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다고 한다.539) 이러한
규정은 특별한 법률관계 또는 자초한 강제상태나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항상
책임의 조각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538) 독일형법 제35조 제1항 제2문은 “사정상 특히 행위자가 그 위난을 스스로 야기한 것을 이유로 삼
아서 또는 행위자가 특별한 법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행위자에게 그 위난을 감수할
것이 기대될 수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법적 관계를 고려한 경우가 아니고 행위
자가 그 위난을 감수해야 했다면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39) 위난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익비교에서 위난초래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보
호이익이 침해이익보다 현저하게 우월한 경우 피난자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
는 것이 독일의 통설이다(Roxin, AT I, §16 Rn. 50; Schönke/Schröder/Lenckner/Perron, §34 Rn.
42; Zieschang, LK, §34 Rn.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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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540) 이에 반하여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라도 긴급
상황 하에서 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감소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책임의 감경이 인정된다.
우리 형법상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에는 다음과 같은 자가 포함
될 수 있다. 우선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간호원, 선원 등과 같이 그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일반인보다 높은 위난감수의 의무가 있는 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은 법률상 또는 업무상 기타 관습상으로 인해 일정한 위
험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자들이다.541) 이러한 특별의무자들은 위난상
황에서 일반시민의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신분 또는 업무로 인해 위난에 처할 경우가 항상
예견되고 또 그러한 위난상황에서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지워져 있으므
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긴급피난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난
에 대처할 의무 있는 자가 통상적인 상황에서 위난을 피하였을 때에는 일반인
과는 달리 형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542)
예를 들어 범인을 체포할 의무있는 경찰관리가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의 배후에 숨거나 난파선의 선장이 승객보다 먼저 하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543) 하지만 특별의무자의 이러한 위험인수의
무는 단지 위험의무일 뿐이지 희생의무는 아니다.544) 그러므로 이 특별의무자
들에게 절대적으로 긴급피난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일반적 수인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

540) Vgl. Schönke/Schröder/Lenckner/Perron, § 35 Rdnr. 20 mwN.
541) 염정철(1958), 『형법총론대의』, 223-224면.
542) 염정철(1958), 『형법총론대의』, 224면.
543) 예컨대 선원법은 제11조에서 ‘선박위험시의 조치’라는 표제아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명ㆍ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동법 제1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4) 김일수(1988), “긴급피난(2),” 『고시연구』 1988.1, 고시연구사,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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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있는 자가 될 수 있다.545) 즉,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람, 형집행을 받는 사
람 등은 자신의 신체에 침해가 가해지는 위난상황에 처하더라도 긴급피난행위
를 할 수 없다.546) 예를 들어 채무자는 압류를 당하려 할 때에 그 재산에 대
한 현재의 위난을 이유로 하여 이것을 은닉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난을 스스로 초래한 자를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에 포
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우리 형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상 ‘업무상’이나 ‘법률상 특별관계’ 등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547) 다
만 처음부터 긴급피난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위난을 초래한 경우에
는 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긴급피난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
나, 단순히 주의의무 위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익형량 등에 비추어 위난상황
전체를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위난상황
을 초래한 자의 경우에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로 이 규정에 따
라 긴급피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의 의미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의 경우 위법성 조각적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적 긴급피
난이 모두 제한될 것인가.
형법 제22조가 위법성 조각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형
법 제22조 제2항의 긴급피난제한의 특칙은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548)
자신들의 주장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형법 제22조 제2항이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에
545) 신동운(2011), 『형법총론』, 448면.
546) 신동운(2011판), 『신판례백선 형법총론』, 345면.
547) 형법 제22조 제2항의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유책하게 위난을 야기한 자도 포함하
는 견해로는 신동운(2011), 『형법총론』, 448면; 이정원(2012), 『형법총론』, 173면.
548) 이재상(1987), “긴급피난의 본질과 강요된 행위와의 관계,” 『월간고시』, 1987. 6., 34면; 이형국
(2007), 『형법총론』, 159면; 박상기(2012), 『형법총론』, 199-200면; 임웅(2010), 『형법총론』,
244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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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긴급피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이 이러한 자들에게 부과한 의무를 보다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이익
교량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549) 따라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는 그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신
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은 할 수 없지만, 타인의 법
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은 당연히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수해야 할 위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도 가능하다고 본다.550)
생각건대 이 학설은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의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을 위법
성 조각적 긴급피난이라는 전제에서 형법 제22조 제2항을 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의 특별한 위험감수의무는 위법성조
각적 긴급피난의 정당화근거가 되는 이익교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로부터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의 긴급피난을
제한하고 있는 형법 제22조 제2항의 특칙을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에 적용되
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 제22조 제2항의 긴급피난 제한의 특칙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의 특별한 위험감수의무를 고려한 포괄적인 이익형량을 전제로 하
여, 이러한 특별한 위험감수의무가 있는 자들에게 보호이익이 우월한 경우에
허용되는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이익의 우월
성이 인정되지 않는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을 금지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
다.551) 즉 형법 제22조 제2항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긴급피난행위라 할지라도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조문이
다.552)
549) 이재상(1987), “긴급피난의 본질과 강요된 행위와의 관계,” 35면; 김일수(1992), 『한국형법 I 총
론(상)』, 647면; 이재상(2010), 『형법총론』, 247면 참조.
550) 이재상(2010), 『형법총론』, 247면; 이형국(2007), 『형법총론』, 159면; 박상기(2012), 『형법총
론』, 199-200면; 임웅(2010), 『형법총론』, 244면 등. 또한 일본형법 제37조 제2항에 관하여 이러
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학자로는 團藤重光(1980), 『刑法綱要 : 總論』, 改訂版, 東京 : 創
文社, 230頁 참조.
551) 송명섭(2003), 『긴급피난』, 고시계사, 34-35면 각주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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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형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본질상 피난행위에 의한 침해이익보다 보호이익이 본질적
으로 우월한 경우에 성립하는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도 우월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나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553) 예컨
대 이러한 책임이 있는 자도 역시 자신에게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상해의 위험
이 확실시 될 때에는 특별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제거하지 않고 단순히
회피했어도 긴급피난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554)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상해의
위험이 확실시 됨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정한 자들에게 죽음이
나 중상해를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책임있는 행위로 인해 위난을 초래하게 된 자초위난 행위자도 마
찬가지이다.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위험을 인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법률상 또는 업무상 의무를 지는 업무자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자초위난 행위자의 경우에도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
는 자이므로 피난행위가 단순히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상황인지의 여부에 대한 해석은 이익교량의 한 부분으로서 상당한 이유의 판
단기준이 될 수 있으며,555) 단 그 업무나 의무, 위난을 발생하게 된 원인행위
등에 비추어 그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형법 제22조 제2항은 면책적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이고, 위법을 조
각하는 긴급피난의 해석에는 이 규정이 단지 이익비교의 기준으로 고려될 뿐
이다. 따라서 화재, 건물붕괴 기타 천재와 같은 위난에서 경찰, 소방공무원 등
이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을 확실히 잃을 정도의 위난
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재산 등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위험을 피한 경
우는 이익비교에 의해 피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이들에게 긴급상태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칙에 의한 제한은 절대적으로 긴급피난을
552) 신동운(2011), 『형법총론』, 448면.
553)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316면; 차용석(1987), “강요된 행위의 법적성질,” 『고
시연구』, 고시연구사, 1987. 6., 31면.
554) 김일수(1988), “긴급피난(2),”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1988.1, 119면.
555) 김성돈(2009), 『형법총론』,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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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한다기보다는 직무수행상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일정한 한도까지 피난
행위에 상당한 이유 인정을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556) 그러나
앞에 열거한 특수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통상
존재하는 정도의 위험만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이익 보호를 이유로 위난을 벗
어나려고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도 없고 면책되지도 않는다.557) 따라서 면책
적 긴급피난에 관한 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험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의
위험을 감수할 의무는 자기를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특수한 법적, 사회적 지위에 따른 통상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
석하여야 한다.

5. 소결
우리 형법은 독일 형법과 달리 자초위난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학설이 주장되어 왔다. 이 학설들을 보면 자초위난
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위난의 유발에 의도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전면부정설은 자초위난을 설명하기 위해 위난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면긍정설은 위난을 초래한 자와 피해를 입은 제3자 중
누가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위난
을 전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의로 위난을 초래했다고 하여 무조
건 긴급피난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앞의 예에서 본 것처럼 다른
피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급
박한 상태에 처해 재물손괴를 하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법이 위난행위자에게
생명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의범, 과실범을 불문하고 상당한 이유의 해석을 통해 자초위난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의 존재는 자초위난의 긴급피난
의 적용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자초성의 고려는 주로 이익형량에서

556) 이형국(1981), “긴급피난,” 『형사법강좌 I: 형법총론 (상)』, 박영사, 1981.3., 270면.
557) Roxin, AT I, §16 R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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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만 보충성의 원칙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처음부터 긴급피난
으로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긴급피난상황을 야기한 사람은 비록
본질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
한다. 긴급피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던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견할 수 있었지만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지만, 피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긴급피난이 될 수 없다.
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긴급
피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자들에는 그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일반인보다 높은 위난감수의무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
라 위난을 자초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난을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초한 사람은 자신이 그 위험을 창출하였으므로 그 위험을 다른 사람
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22조 제2항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긴급피난행위라 할지라도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
는 자’는 사회질서와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을 배제
하려는 규정이다. 비록 면책적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규정
이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자초위난 행위자에게도 적용한다면 자초위난 행위자는 책임조각
적 긴급피난은 할 수 없지만, 보다 우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의ㆍ과실 등 유책
사유는 이익형량의 기준으로 판단될 뿐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서두에서 제기한 사례들에 대한 긴급피난 해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를 판단하기 전에 고의냐 과실이냐의 판단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피난행위에 의해 야기된 결과와 관련하여 야기된 긴급피난상황
을 예견하고(계획하고) 있었던 경우가 고의적 자초위난이며, 예견 가능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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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과실적 자초위난이라는 견해가 있다.558) 그러나 고의, 과실은 이익형량
판단에 양적차이를 가져올 뿐이다.
1번 사례에서 갑은 정당한 권리자인 B의 선박 이동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태풍이 오자 자신의 선원 및 선박을 지키기 위하여 샤클을 늘여놓아 B
의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 갑이 선박을 이동시키지 않아서 위와 같은 결론
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갑이 태풍이라는 위난 자체를 유발
시킨 것은 아니고, 설령 갑이 태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
다고 하더라도 선박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종패라는 제
산에 선원의 생명의 대립을 형량하더라도 갑의 과실이 이 둘 사이의 현저한
차이를 반전시킬 정도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할 수 있다.
2번 사례에서 을은 자신의 범죄행위가 위난상황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었으며, 위난상황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도 신체이고, 침해한 법익도 신체
이므로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책임조각이 될 것인
가의 문제가 있는데, 위난을 초래한 자에게는 책임조각적 긴급피난 규정이 적
용되지 않으므로 상해죄로 처벌될 것이다.
3번 사례에서 병은 자살을 기도하여 고의로 위난상황을 야기하였다. 보호하
고자 하는 법익이 자신의 생명, 침해된 법익이 재산이므로 위법성조각적 긴급
피난이 문제된다. 이 사례에서 병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유리창을 부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이 문제된다. 또한 자살을
시도할 당시에는 자신이 시도를 멈추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
라 보이므로, 이익형량에서 자초성은 그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익
형량에 따라서 병의 재물손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번 사례와 5번 사례는 자신의 과실로 긴급피난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해 공
통점이 있고, 또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침입,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를 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익형량을 하여 보면 신체가 주거의 평온이나 재산
권보다 더 중요한 보호법익이다. 4번 사례의 경우에는 충분히 개가 달려들 경
558) 이용식(1996), “자초위난에 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2호, 382-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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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정이 고려되면 주거의 평온이 신체의 안전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
서 4번 사례의 경우 정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5번 사례에서 무
는 실화의 책임이 있다. 다만 요리를 시작할 때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의 집에
뛰어들 것이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익
형량에서 이러한 사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무의 재물손괴행위는 화
재로 인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하
여 처벌되지 않는다.
6번 사례에서 기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예견되는 위난상황
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과실 자초위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1개의 업무상 과실행위로 볼 수 있다. 즉 도로교통에서의 운전 중
의 과실행위와 그로 인한 위난에서의 피난행위는 매우 근접한 시간 내의 선행
과실행위로 인한 반사적 행동에 불과하며 피난행위는 이러한 선행과실행위의
일부로 보인다. 따라서 긴급피난의 판단대상으로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3절 과잉긴급피난과 상당한 이유
1. 과잉긴급피난의 개념 및 유형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없고 그 정도를 넘은 경우에 과잉방위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과잉긴급피난이란 긴급피난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559) 과잉긴급피난의 경우에도 객관적 요건으로 자기 또
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인식하고
행위한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인 피난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560)
긴급피난의 허용범위 또는 한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의 존재
라는 요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과잉긴급피난은 긴급피난 상태는 존재
하지만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러한 과잉긴급피난은 긴급피난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559) 이형국(2007), 『형법총론』, 60면; 정현미(2001),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 정당화
및 면책사유의 검토,” 『법학논집』, 제6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56면.
560) 후술 1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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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거나(제22조 제3항), 일정한 경우에 한하
여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제22조 제3항)
과잉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급피난 상황이 존재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피난행위자가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한다. 반면에 현재의 긴급피
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믿고 피난
행위에 나아간 경우가 있다. 이를 오상피난이라고 한다. 오상피난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볼 것인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으나 긴급피난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오상피난과 과잉긴급피난이 서로 겹치는 오상과잉긴급피난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착
각하여 다른 집으로 유리창을 깨고 뛰어들어간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실은 위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위난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
난행위를 하였으므로 오상피난에 해당하며, 유리창을 깨지 않고도 다른 피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유리창을 깨는 수단을 사용하였으므로 과잉긴급피난에 해
당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상과잉긴급피난은 객관적인 피난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난상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과잉긴급피난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과잉긴급피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뿐이다.
긴급피난의 경우에 제22조 제3항에서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1조 제2항의 정당방위 규정을 긴급피난으로 바꾸어 해
석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 해석할 경우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
는 과잉긴급피난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피난행위가 그 정도
를 초과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그 효과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둘째는 정도를 초과한 피난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
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이다. 이 경우에
그 효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를 형벌
감면적 과잉긴급피난으로, 두 번째 경우를 불가벌적 과잉긴급피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형법은 형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그 정도를 초과한 행
위는 정상에 의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벌감면적 과잉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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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피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독일형법 제34조는 과잉긴급피난에 대해 아
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우리가 형법제정 당시에 참고하였던 외국법령 중 중화민국 형법(1935
년)은 제24조 단서에서 “단 피난행위가 과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561) 만주형법전(1937년) 역시 제12조
제2항에서 “피난행위가 전항의 정도를 초과치 않는 때에는 정상에 인하여 그
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562) 또 일본개정형법가안
은 제19조 제3항에서 “전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피난행위에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여기서 전조 제2항은 과잉방위 규정을 의미하며, 일본개
정형법가안 제18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 정황에
인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상의 규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형법이 다른 나라의 긴급피난 규정과는 별도로 불가
벌적 과잉긴급피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불가벌적 과잉긴급피난 규정의 도입경위에 대해서 우리 형법 제정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563) 다만 정당방위와 관련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형법 제21
조 3항은 과거 우리형법 제정 이전에 특별법 형태로 시행되던 ‘도범 등 처벌
방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이를 기대가능성이 결여된 하나의 유형으로
보아 형법의 일반조항으로서 편입시킨 것이다.564)
‘도범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도범등방지법‘)은 1930년 6월 11일부터 일
본에서 시행된 법률로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 9월 8일 제령 제8호로 조선형사
령 일부를 개정하여 동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565) 도범등방지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과잉방위와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각 호에 있어 자기
561) 법무부조사국 편(1948), 『법무자료』 제5집, 중국형법전, 5면.
562) 법무부조사국 편(1948), 『법무자료』 제5집, 만주형법전, 3-4면.
563) 형법 제정과정에서 과잉긴급피난 규정에 대한 논의는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제2항을 전항으
로 하고 제3항 다음에 다음 항을 신설한다... 이것은 내용취지는 똑같고 정당방위에 관한 제21조 규정
을 긴급피난에서 준용하는 것으로 법률조문체제를 고친 것에 불과합니다.”외에 다른 것은 없다: 신동
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 자료집』, 148면.
564) 형법제정을 위한 국회의 제16회 10차 회의에서 형법각칙을 기초한 엄상섭 의원이 이를 밝히고 있
다: 신동운 편(2009), 『형법 제ㆍ개정 자료집』, 145면.
565) 양윤식(1930), “새로 실행하는 도범등방지법의 해설,” 『별건곤』 제33호, 개벽사, 193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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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정조에 대한 현재의 위험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낭패로 인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살상함에 이른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566)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 당시
상대방의 객관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경포(驚怖), 경악,
흥분, 낭패와 같은 심리작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표준으로 판단을 할까
가 문제라는 비판이 있었다.567) 당시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방되기
전까지 도범등방지법상의 특정한 상황에서 과잉방위의 불처벌 조항은 효력이
있었다.
불가벌적 과잉방위와 과잉긴급피난 규정은 위와 같은 도범등방지법상의 내
용에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라는 제한을 두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불가벌적 과잉방위 및 불가벌적 과잉긴급피난에 관한 한 우리나라
형법의 제정에 있어서 개정일본형법가안이 미친 영향이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불가벌적 과잉방위 조항은 정부초안에는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편입동기에 관해서는,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던 이른
바 ‘서민호 사건’을 무죄로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조문을 삽입한 것이 아
니냐 하는 정부측의 비난도 있었다. 엄상섭 의원은 이에 대하여 “이는 천만의
말씀이고, 국회에서는 국민일반에게 가혹하고 억울치 않은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성일념에서 수정·삽입한 조항인 것이다…심야삼경에 아무 말도 없이
월단입래하는 사람이 손에 흉기마저 가졌다면 그 사람이 모종범행후 경관으로
부터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우집에 잠시 은신하려고 뛰어들어 왔다고 하더
라도 그 집의 주인은 그를 강도로 오인하고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
을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에도 정당방위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꼭 처
벌해야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568) 당시 서민호는 국회내무분과 위원
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사건 등을 국회에서 폭로하고
자유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반대하여 이승만대통령과 정
566) 양윤식(1930), “새로 실행하는 도범등방지법의 해설,” 8면; 이인(1930), “도범방지법 비판,” 『별건
곤』 제31호, 개벽사, 1930.8, 35면.
567) 이인(1930), “도범방지법 비판,” 34면.
568) 엄상섭(1955), “우리형법전에 나타난 형법 민주화의 조항”,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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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관계에 있었다. 당시 검찰이 주장한 서민호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952년 4월 24일 서민호는 호위순경 2명을 대동하고 전남지방 선거상황시찰
차 순천에 도착하여 지방유지 9명과 함께 저녁 7시 30분경부터 음식점에서 저
녁식사와 음주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31육군병원소속 전남 병사부사령
부 파견 군의관 서창선대위(당시 28세)가 연회실 남쪽문밖에 서서 유리창을
통해 방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을 경호원 김처중이 수하(誰何)를 하다가 언쟁이
되었다. 서민호도 그 언쟁을 보고 노기를 띄며 ‘누구냐’고 하면서 ‘나는 서민
호다. 군인이면 군인이지 왜 요리집에 와서 떠드느냐’고 한 후 피차간 언사가
불순해지자, 경호원 서원용이 서창선의 얼굴을 향해 박치기를 하자 그는 잠시
혼수상태에 빠져 비틀거리며 ‘이가 빠졌다’고 소리를 지르고 3, 4보 뒷걸음치
다가 권총을 빼들고 실내로 들어가 벽에 접한 방바닥에 1발을 발사하고 나왔
다. 이 때 위 방 옆 복도에 서있던 서민호는 위 서창선이 총을 발사한 후 뒤
돌아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미터 후방쯤되는 지점에서 휴대한 모젤
권총으로 동인의 상체배부를 향해 2발을 발사하여 적중하자, 동인이 뒤돌아서
는 찰나에 또 1발을 발사하여 즉사케 했다.
이에 대해 서민호는 위 서창선이 서민호 본인을 향해 실탄 2발을 발사하고
또 1발을 발사하려 해서 부득이 응사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1952년 5
월 10일에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다. 1952년 7월 1일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었고, 다시 재심에 회부되어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가
1953년 계엄해제와 동시 부산지법으로 이송되어 살인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
으나 다시 항소, 상고, 원심파기 등을 거쳐 살인죄는 결국 유죄가 인정되어 징
역 8년이 선고되었다.569)
서민호 사건이 과잉방위를 규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는 없지만, 당시에 문제되었던 사건이므로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오히
려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 이루어진 과잉방위행위를 벌하지 아니
하려 한 의도는 엄상섭 의원의 발언처럼, 뜻밖의 상황에서 과잉방위를 처벌하
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69) 이 과정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1995), 『법원사』, 259-261, 397-3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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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긴급피난의 형의 감면 또는 불가벌 근거
우리 형법은 정당방위의 경우와 같이 형벌감면적 과잉긴급피난을 원칙으로,
불가벌적 과잉긴급피난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잉긴급
피난의 형벌 감면근거로는 책임이 감경되거나(형감경의 경우), 정책적 이유 때
문이라는(형면제의 경우) 책임감소ㆍ소멸설이 주장된다.570) 또 다른 견해로는
긴급피난상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긴급피난과 독립해서 책임만 감소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긴박한 상황과 심리적 비정상 상태가 책임감소ㆍ소멸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불법 및 책임감소 소멸설571)이 주장되고 있다.
과잉긴급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
와 다르지 않으나 현재의 위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난의사도 전혀 없
이 행해지는 일반적인 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불법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잉긴급피난도 긴급피난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보통의 위
법한 법익침해행위와 비교하여 결과불법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과잉긴급피난
에서도 주관적 정당화요소인 피난의사가 존재하므로 행위불법도 감소된다. 이
러한 과잉긴급피난의 불법감소는 형벌감면적 과잉긴급피난 뿐만 아니라 불가
벌적 과잉긴급피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책임감소 또는 소멸은 과잉긴급피난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
으로 긴급피난상황과 같은 비정상적인 긴급상황하에서는 피난자에 대한 적법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감소되어 책임이 감소된다. 특히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과잉긴급피난이 행해진 때
에는 책임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잉긴급피난의 법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불법 및 책임의 감경에 근거하고 특히 불가벌적 과잉긴급피난은
이에 더하여 책임의 소멸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벌감면적 과잉긴
급피난에 있어서 형의 면제는 불법 및 책임의 감소ㆍ소멸이 아니라 일반예방,
특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반예방적 견지에
서 볼 때 과잉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로서 피난행위자를 굳
570) 오영근(2012), 『형법총론』, 356면; 임웅(2011), 『형법총론』, 247면.
571) 정성근/박광민(2011), 『형법총론』,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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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법적 평화가 동요된다고 할 수 없고, 특별예방적 견지
에서 볼 때 과잉긴급피난자는 그러한 위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또는 발
생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다.

3. 과잉긴급피난의 요건
가. 현재의 위난
과잉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긴급피난 상황, 즉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한다. 긴급피난에 있어서도 현재성이 요구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긴급피난의 현재성은 위난발생의 긴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 늦어지면
위난을 피할 수 없거나 더 큰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572) 즉 예방적인
경우에도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
난의 발생이 확실하여야 하며, 시간적ㆍ장소적 측면에서 긴급피난의 현재성은
충족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법원은 긴급피난의 현재의 위난을 판단함에 있어서 “침해나 위난의 현
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
다.”573)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긴급피난에 있어서 위난의 경우에는 그 발생
이 목전에 임박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자연재해 등에
있어서 그 발생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피난행위가 허
용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나. 피난의사의 존재
현재 위난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의사 즉 피난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피난의사가 없이 행해진 법익침해행위는
572) 정성근/박광민(2011), 『형법총론』, 246면.
573) 대전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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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은 물론 과잉긴급피난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다만 결과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피난의사는 피난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피난의사는 법익을 구하려고 나가는 의사이면 족하고, 행위자에게 양심적 심
사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574)

다. 상당성 정도 초과
우리 형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긴급피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과잉긴급피난은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모두 과잉긴급피난으로 보기는 힘들다. 상당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는 보충성의 원칙, 이익균형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수
단의 적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포함여부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수단의 적합성은 이익균형(이익형량)의 원칙에 포함하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575) 본 논문에서는 보충성의 원칙과 이익균형의 원칙만을 살펴보
기로 한다.

1) 보충성의 원칙
우선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과잉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긴급피난에서는 엄격한 보충성이 요구된다.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타인의 정당한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위난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을 때에는 먼저 이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으며,576) 사안은 다음과 같다.

갑은 한의사이다. 갑과 같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던 A(당시 만 68세)는 이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피고인에게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
574) 신동운(2011), 앞의 책, 305면.
575) 전술 163-165면 참조.
576) 청주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노1200 판결.

- 198 -

이에 갑은 급히 A의 아파트로 가서 A의 위와 같은 증상을 뇌압상승으로 인한
중풍의 전조증상이라고 판단하고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아 사혈을 하였다. 갑은
그로 인해 A의 증상이 다소 완화되자 곧바로 A를 부축하여 갑이 운전하는 차
량에 태운 다음 약 1km 정도 떨어진 갑이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데리고 갔다.
갑이 무면허운전으로 한의원 앞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게 되자 간호사를 통해
공소외인에게 우선 소합향원 2개를 복용시키고, 뒤이어 약 20여 분이 지난 후에
A에 대해 침술 등의 치료를 하였다. 갑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방파출소는 갑이
운영하는 한의원 부근에 위치해 있고, 택시를 호출할 경우 공소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까지 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직접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약 100m 정도 걸어가야 했다. 환자에게 중풍이 의심될 경우 혈액순환
의 차단으로 인한 뇌신경이 손상되기 전에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갑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 위반의 무
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다.

위 사안에 있어서 1심법원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됨을 이유로 항소
하였다. 2심법원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인이 뇌압상승으로 인한 중풍 발병의
우려가 높아 공소외인을 신속히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현재
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 이동수
단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아파트는 인근에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119나 구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 점, 앞서 본 택시나 구급차량
등을 호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위 아파트에서 도로까지의 거리, 피고인의
응급조치로 증상이 다소 완화된 공소외인이 부축을 받아 거동이 가능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택시나 119 구급차량을 호출
하거나 아니면 이웃 주민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소외인
을 후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오로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으로 공
소외인을 후송하여야 할 방법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긴급피난의 적용을 배척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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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사안은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요건 중 보충성의 요건을 적용
할 때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른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여 엄
격한 적용을 한 사례이다. 즉 긴급피난에 있어서는 특별한 위험이 없이도 위
난을 쉽게 회피할 수 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회피의무 또는 국가기관의 구조에 의한 요청의무가 부
과된다고 보인다.
과잉긴급피난의 경우에 있어서 보충성의 문제는 피난행위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피난행위로 나아갈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만약 피난
행위자가 회피하거나 또는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피난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보충성이 부정되어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긴급
피난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본의 판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시각과는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577)
피고인의 동생 A(당시 31세)는 승용차를 타고 낫을 손에든 채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 A는 체격이나 체력이 모두 피고인보다 좋고 술주정과 함께 폭력
을 행사하는 습관이 있어 피고인에게 자주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고, 당일도
오후 2시 무렵 음주명정 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피고인 집에 쳐들어와 피고
인에게 폭력을 가하므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와서 A를 진정
시키고 자택에 돌아가게 하였었다.
피고인은 A가 다시 날뛰고 쳐들어오므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껴 상반신
은 알몸에 맨발인 채 방의 창을 통해 도망가 앞 뜰에 주차 되어 있던 화물차
안에 숨었다. 그 안에서 피고인은 집안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내연의 처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A가 나와 피고인이 화물차에 타고 있는 것
을 보고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타 시동을 걸었다. 피고인은 당일 죽은 아버
지의 사후 1주기 때문에 음주하고 있었지만, A의 차에 의해 진로를 방해받아

577) 東京高裁判 昭和 57. 11. 29<昭和 57(う) 第525号>; 判例時報, 1071号, 日本評論新社, 1983.5,
14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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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갈 장소를 잃어서 심한 폭행,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화물차를 술기운이 도는 상태로 운전을 시작했다.
약 1km 주행한 지점에서 140m 정도 후방의 흰 차를 발견하고 A가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가서 도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T다리
를 건너 A의 차에 추월당하지 않게 좁은 길을 고르면서, 그 사이 A의 차 추
적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 없이, 약 20분간 운전을 계속하여 오후 6시 5분 무
렵 N경찰서에 도착(T다리로부터 N경찰서까지 약 4.85km이며 도중에 파출소는
없다)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본 흰 차가 A의 차였는지 어떠했는지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도
망간 후 A는 위의 자동차로 피고차를 쫓아 피고인과 자택 부근을 찾아 돌아
다니다가 결국 오후 6시 30분 피고인집 남방 약 100m 부근을 지그재그 운전
중 경찰관에 의해 주취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일본 도로
교통법 제119조 제1항 제7호의2(현재는 제117조의2 제1호), 동법 제65조 제1항
의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578)은 본건 운전행위 만이 피고인에게 있어서 피난을 피하기 위한 유
일한 수단,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긴급피난ㆍ과잉피난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피고인측은 항소하였다.
이에 대해 동경고등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형법 제3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하였다.579)
피고인이 N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의 동안은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
험이 실제로 임박한 객관적 상황이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스스로 위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위난을 피하기 위해
서 몸을 숨기고 있던 자동차를 운전해 도망가는 것 외에 길이 없고, 피고인이
자택 앞에서 부터 주취운전의 행위로 나왔던 것은 정말로 부득이한 방법이어
서, 이러한 행위로 나왔던 것은 조리상 긍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행위로부터
생긴 피해는 피하려고 했던 피해의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578) 沼田間判 昭和 57. 3. 16 昭56(ろ）14号
579) 東京高裁判 昭和 57. 11. 29. 西田典之, 山口厚, 佐伯仁志 編, 别冊ジュリスト 『刑法判例百選 I』,
總論, 第6版, 有斐閣, 2008.2. 62-6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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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T다리를 건너 시가지에 들어간 후는 Z의 차의 추적의 유무를 확
인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고, 적당한 장소에서 운전을
중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점에서 피
고인의 일련의 피난 행위가 일부과잉인 것을 포함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
만, 앞서 언급한 일련의 행위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본건 행위를 확연한
한계를 가지고 전후로 나눠서 각 행위의 형사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상
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전체로서의 형사책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로서 보면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
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점이 있지만 그 정도를 넘
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이익균형의 원칙
이익균형의 원칙에서의 형량기준 즉 침해하는 이익이 보호하려는 이익보다
현저하게 작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긴급피난을 과잉피난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긴급피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연대적
측면에서 보다 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의 위법성조각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작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큰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에는 처음부
터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다만 동가치의 법익이
충돌하는 긴급상황에서는 행위자에게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므로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익균형의 원칙의
내용인 현저한 우월성은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이나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 정도의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다만 이익균형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수단의 적합성은 과잉피
난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의 일본 판례는 수단의 적합성
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 과잉피난을 인정한 사례이다.

피고인은 1984년 9월 23일, 자기의 승용차를 운전해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카
츠우라정(勝浦町)에 성묘하러 갔다가 다음날인 24일 오후 3시 무렵 위 자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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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 차남 A(당시 13세)를, 그 뒷좌석에 장녀 B(당시 16세)를, 운전석 뒷좌
석에 차녀 C(당시 8세, 승차할 때 몸에 이상은 없었음)를 각각 동승 시켰다. 그
러던 중 피고인이 운전해서 카츠우라정(勝浦町)을 출발해 와카야마의 자택으로
향하여 주행하던 중, 뒷좌석의 B가 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던 C가 머
리가 열이 있고 몸이 쳐지고 땀을 몹시 흘리며 “몸이 나른하다”라고 말하여 이
마에 손을 댔더니 뜨겁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아버지! C가 열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다. 피고인은 바로 자동차를 정차하여 C를 살펴보았더니 C는 B가 본대
로 열이 꽤 높고 일각이라도 빨리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생각했지만 C가 단골진료하는 K병원이 그곳
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서둘러 운
전을 재개하여 나머지 7, 8분 정도 운전하면 병원에 도착하는데 최고속도가
50km/h로 정해진 사카이시내의 도로에서 88km/h로 운전했다.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과속운전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사카 계간이재판소(大阪堺簡易裁判所)는 “피고인이 본건 행위
에 이르게 된 경위 및 C의 병상이 그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본건 행위는 이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인정된다. 또 위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이 이것에 의해 보전되는 C의 신체에 대한 위난의
정도보다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긴급피난에는 자연히 수단의 면에
서 제약이 있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K병원까지 멀지
않은(본건 장소로부터 자동차로 7, 8분 정도 거리)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
는 속도(당시의 속도위반의 검거는 15km/h 초과하는 것이 대상이었음)로 운전
하면 충분한 것이고 본건과 같은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위
로서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본건의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고 판시하였다.580)581)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의 병이라는 위
난에 있어서 빨리 인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 과속으로 차를 운전
하였다. 이 경우 자신의 아이의 병환이라는 현재의 위난은 인정된다. 또한 차
580) 堺簡易裁判所 昭和 61. 8. 27. 判例タイムズ, 618号, 判例タイムズ社 181頁
581) 김남현(2005), “도로교통사범과 긴급피난,” 『경찰학연구』 제8호, 경찰대학, 2005.3. 202-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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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전하는 중이었으므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병원을 향해 운전을 해 가는
것도 자신의 아이라는 타인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인정될 수
있다. 수단의 보충성에 있어서도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인근 병원을
찾아가는 수단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는지는 확인하
기 어렵다. 다만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이 문제된다. 운
전은 교통규칙을 지키면서 타인의 법익이나 국가의 안전질서를 준수하면서 해
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제한속도 미준수라는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 자동차
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도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로
과잉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과잉긴급피난의 효과
가. 형벌감면적 과잉긴급피난
법관은 일반적인 과잉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여기서 형의 감경은 불법 및 책임의 감경을 근거로 한다. 불법감경은 형벌감
면적 과잉긴급피난이나 불가벌적 과잉긴급피난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다만
형벌감경적 과잉긴급피난은 불가벌적 과잉긴급피난과 비교하여 책임감소에 그
친 경우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식있는 과잉긴급피난이 인식없는 과잉긴급
피난에 비하여 책임감경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법익과 피난상황의 위급
성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지능, 성격, 경험, 능력, 신분 등의 정황적 상황이 종
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 불가벌적 과잉긴급피난
과잉긴급피난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
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 불가벌
적 과잉긴급피난은 불법감소 이외에 피난행위자가 규범합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 등의 심약적 충동으로 인하여 책임이 소멸된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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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일부 견해는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감소될 뿐이라고 하고 다만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582) 그러나 불법감소와 책임감소가 이
중적으로 되더라도 범죄불성립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
한 불처벌은 무죄가 아니라 형면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견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불가벌적 과잉긴급피난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
한 상태하에서 심리적으로 의식의 제한과 의사조절능력의 약화를 수반하는 심
약적 충동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격앙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하에
서 적개심, 호전성, 복수심을 나타내는 공격성향적 충동에 의한 경우는 불가벌
적 과잉피난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공포, 경악,
당황 뿐만 아니라 흥분까지도 불가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상 불
가벌적 과잉긴급피난은 입법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583)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이 준용되는 형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있어서
도 과잉방위에서와 같은 식으로 구체화 및 유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데 면책적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과잉긴급피난에 관한 형법 제22조 제3항, 형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규정 실익이 없으리라고 생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과잉긴급피난에서 형법 제
21조 제3항이 준용되는 형법 제22조 제3항이 존재할 실익은 있다. 면책적 긴
급피난에서 보호되는 법익은 대체로 ‘생명·신체·자유’등과 같이 제한적이고, 보
호법익의 주체도 대체로 제한되고 있다. 반면 형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의 그것은 그와 같이 제한적이지 않고, 동조항에서 전제로 하고 있
는 상황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적절히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형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은 아직까지 입법적으
로 면책적 긴급피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형법 내에
582) 김일수(1992), 『한국형법 II 총론(하)』, 박영사, 122면.
583) 김일수(1992), 『한국형법 II 총론(하)』,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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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적절한 입법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활용실태
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기대가능성에 대한 초법규적 적용여부에 관심을 기울
이는 것보다 이러한 법조항의 구체적 적용영역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
분이다.

제4절 소결
자초위난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의범, 과실범을 불문하고 실질적 관점에서
긴급피난의 긍정 부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긴급피
난의 성립요건으로서 현재의 위난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초위난에 있어서 위난에 책임있는 사유는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요
소로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이익형량에 있어서 자초성은 우월성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된다. 긴급피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자초위난은 우월적인
이익을 지키려고 하였더라도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허용하
면 법이 제3자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를 처벌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우월성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지만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
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아서 긴급피난이 될 수 없다.
우리 형법은 제22조 제2항에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
여 긴급피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위난
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위험감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위난을 초래한 자의 긴급피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위난을
초래한 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위험을 인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
기 때문이다. 자초위난자가 형법 제22조 제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
도 자초위난자는 원칙적으로 우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은 가능하
다. 이는 형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취급하는 조문이라는데 기
인한다.
과잉긴급피난은 긴급피난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보통의 위법한 법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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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여 결과불법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과잉긴급피난에서도 주관적 위법
성조각요소인 피난의사가 존재하므로 행위불법도 감소된다. 과잉긴급피난은
도범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법은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과잉방위를 두게 된 이유는 뜻밖의 상황에서 과잉방위를 처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있었다.
과잉긴급피난에 있어서도 현재의 위난과 피난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보충성
의 원칙에 있어서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
단을 선택한 경우에는 과잉긴급피난이 아니라 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침해를 최소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잉피난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익균형의 원칙에 있어서 침해되는 이익이 보전하려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잉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과잉긴급피난은 의미를 갖는
다. 왜냐하면 면책적 긴급피난에 있어서는 그 법익이 한정되지만 과잉긴급피
난은 법익의 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제22조 제1항이 면책적 긴급피
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과잉긴급피난은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
고 있으므로 존재이유가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이 거의 없다는 점은 아쉬
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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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형법상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와 민법의 부득이 요건
제1절 서론
형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2조에서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
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584) 또한 동조 제3항은 정당방위의 경우에 규정하고 있는
과잉방위와 야간 등의 과잉방위를 긴급피난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민법은 제761조 제1항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에서 긴급피난을 규정하면서 정당방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1항 제1문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
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며, 제2문에서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
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급
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긴급피난 행위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형법과 민법의 긴급피난 규정에 대해 각 학계는 다음과 같은 해석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타인의 부당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
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는 을에게 쫓기던 중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웃집에 사는 병의 집 담을 넘다가 병의 집에 놓여져 있던 장
독대를 발견하였으나 깨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깨뜨리게 된 경우
를 가정하여 보자.

584) 여기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논문 183면 이
하(4. 자초위난과 형법 제22조 제2항의 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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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갑은 형법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갑은 고의를 가지고 병
의 화분을 깨뜨리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에 해당하게 될 것이
다.585) 하지만 이러한 손괴행위는 타인의 폭행이라는 급박한 위난으로부터 자
신의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집에 사는 병의 화분을 어쩔 수 없이 손괴하
게 된 것으로, 갑이 병의 집에 뛰어드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586)
하지만 민법학계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갑은 불법행위자인 을을 피하기
위해 병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으므로, 이는 타인인 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또 제3자인 병에게 부득이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민법 제
7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갑은 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다.587) 즉 민법학계에서는 불법행위자를 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정당방위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
을 조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듯 동일한 상황을 형법은 긴급피난으로, 민법은 정당방위로 이를 해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과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가. 단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
이다. 우선 형법상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민법상
으로는 위법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으로 형법상 위법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민법상으로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588) 예를
585)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其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86)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는 공격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공격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에 대한 공
격방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예컨대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
화가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박상기(2009), 『형법총론』, 173면; 배종대(2011), 『형법총론』, 347
면; 임웅(2012), 『형법총론』, 223면>.
587) 곽윤직(2009),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405면; 권용우(1998), 『불법행위법』, 신양사, 81면;
김상용(1997), 『불법행위법』, 법문사, 87면; 김증한ㆍ안이준(1970),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70, 783면; 김형배(1996), 『채권각론』, 신조사, 671면; 윤철홍(2001), 『채권각론』, 법원사,
388면; 이은영(2000),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807면 등.
588) 송명섭(2003), 『긴급피난』,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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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화재를 피하려다가 부주의로 제3자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법상으로는
과실손괴가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아니지만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한편 위에서 든 예처럼 형법상으로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만 민법상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식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통일성은 기할 수 없지만 그
효과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각각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민법
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는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성질상 개별 법
률에 따라 개별화 될 수 없는 것이다.589) 즉 위법성 조각사유는 전체 법질서
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고유한 정당화 근거를 갖고 있는 개개의 특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형법에 규정되었든 민법에 규정되었든 간에 민법과 형법에서 동일
한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논리일관된 것이다.590) 따라서 긴급
피난의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과 형법에서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긴급피난은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누가 이 손
해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가의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 바람
을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집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바람을 피한
경우 형법상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현행 민법
상의 해석으로도 깨진 유리창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 든다. 형법에서 긴급피난이 제3
자의 이익을 희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가치의 재분배가 법질서 전체
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기능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효과로 나타남에 비하여, 민법의 손해배상은 손해의 공평한 분
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난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존
재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761조 제1항 제2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자에게 손
589) Welzel, Hans, Das neue Bild des Strafrechtssystems, 3.Aufl., O.Schwartz, 1957, S. 16f; 허일
태(1997), “긴급피난,” 115면.
590)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도 법질서 전체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문법 뿐만 아니라 관습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피난
의 일반적 근거인 형법 제22조 뿐만 아니라 민법 제76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12조, 의사의 의
료법상치료행위(의료법 제16조) 및 초실정법적 일반원리에 의해서도 긴급피난 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허일태(1997), “긴급피난,” 106-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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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없는
경우 즉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난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이
입어야 할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그 타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
이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다음에서는 1) 우리 민법상 긴급피난 규정에 대한 해석, 2) 우리나라 민법과
형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의 해석론, 3) 우리나라 민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우리 민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해석
1. 현행 민법과 구민법(의용민법)의 차이
앞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긴급피난은 피난행위의 상대방에 따라서 공
격적 긴급피난과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나눌 수 있다. 공격적 긴급피난이란 피
난행위자가 현재의 위난으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긴급피난의 본래 유형이다. 이에 대해 방어적 긴급피난이란 피난행위자가 현
재의 위난으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하지 않게
위난을 야기한 당사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방어적 긴급피난은
법익에 대한 위난을 야기한 자에게 직접적으로 피난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정당방위와 그 이론적 구조가 같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자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방어적 긴급피난은 어디까지나 위법하지 않은 침해자에 대한
피난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명확히 구별된다.591) 우리 민법은 방어적 긴급피
난과 공격적 긴급피난, 대물적 긴급피난과 대인적 긴급피난을 불문하고 불법
행위책임을 조각하고 있다.
현행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조선민사령을 통해 1912년 4
월 1일부터 일본 민법을 의용하였다.592) 조선민사령은 1945년에 광복이 된 후
591) 김일수/서보학(2008), 『새로쓴 형법총론』, 296면; 신동운(2011), 『형법총론』, 282, 297면
592) 조선민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1912. 3. 18. 제정, 1912. 4. 1. 시행) 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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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1948년 대
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조선민사령은 제헌헌법 제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일본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폐지되었다.593)
구민법(1958년 민법 제정 전에 의용되었던 일본민법)은 제720조594)에서 정당
방위와 함께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생긴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을 조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즉 구민법은 방어적 긴급피난 중 대물적 긴급피난
의 한 경우인 대물방위의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을 조각하고, 그 외의 긴급피
난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구민법 시행 당시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와는 달리 행위자에게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행민법 제761조 제2항의 긴급피난규
정은 방어적 긴급피난과 공격적 긴급피난을 구분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이 조
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민법상 긴급피난의 요건과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 비교
민법학계에서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우선 민법학계에서도 급박한 위난에 처해 있어야
함을 그 첫 번째 요건으로 들고 있다. 위난의 원인에 있어서도 형법에서와 같
이 사람에 의한 것이든 물건에 의한 것이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

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1. 민법
2-23호(생략)
593) 민법(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부칙 제27조(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
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3호(생략)
594) 民法(明治二十九年 四月 二十七日 法律 第八十九号) 第七百二十条 他人ノ不法行為ニ対シ自己又ハ第
三者ノ権利ヲ防衛スル為メ已ムコトヲ得スシテ加害行為ヲ為シタル者ハ損害賠償ノ責ニ任セス但被害者ヨ
リ不法行為ヲ為シタル者ニ対スル損害賠償ノ請求ヲ妨ケス
前項ノ規定ハ他人ノ物ヨリ生シタル急迫ノ危難ヲ避クル為メ其物ヲ毀損シタル場合ニ之ヲ準用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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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다고 하고 있다.595)
다음으로 피난행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을 그 요건으로 들고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는 피난행위로 인해 ‘부득이’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든다. 여기서 부득이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외에는 다른 피난 수단이 없고, 또한 위난을 피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
과 피난행위로 생긴 손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596)
한편 민법은 제761조 제1항에서 정당방위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부득이’ 손
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들고 있다. 민법학계에서는 부득이 한 행위를 타
인의 침해행위가 급박하여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이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
면서,597) 정당방위에 있어서 균형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다. 즉 정당
방위의 경우에도 손해와 방위하여야 할 법익 사이에 사회관념상 합리적인 균
형이 필요하며, 따라서 사소한 재산권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살상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598)
이에 반하여 형법학자들은 긴급피난의 요건으로 급박한 현재의 위난, 법익
형량(법익균형)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민법학계에서 법익형량에 있어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지 않을 것을 요구
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학계에서는 보호하려는 법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할 것을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
급피난으로 요구하면서도, 법익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로서 논하
려고 한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은 이익형량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서 이익형량을 요구하지 않는 정당방위와는 그 요건이 다르다고 한다.599)

595) 김황식(2005), 곽윤직 편, 『민법주해』제19권, 박영사, 273면; 오지용(2010), 『불법행위의 법
리』, 진원사, 50면.
596) 곽윤직(2009), 『채권각론』, 405면; 소성규(2000), 박준서 대표편집, 『주석민법 채권각칙(8)』, 제
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539면.
597) 소성규(2000), 『주석민법 채권각칙(8)』, 536면.
598) 소성규(2000), 『주석민법 채권각칙(8)』, 537면.
599) 박상기(2011), 박재윤 편집대표, 『주석 형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6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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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규 교수는 형법상으로는 방위행위로 인하여 위난을 초래한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정당방위라 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긴급피난이라고 하는데, 전자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인데 대하여 후자는 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자연히 위법성조각의 한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민법
상 책임과 형법상 책임은 법률행위의 개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도
다르므로 형사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되는 경우에도 민사상으로는 불
법행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600)

3. 방어적 긴급피난과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는 정당방위의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상대방, 즉 피해
자는 불법행위를 한 자이므로 이 자가 방위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불법행위법의 법리상 당연하다. 또한 방위행위자는 제1항 본문에 의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피해자인 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모순이 생긴다.
그렇다면 제761조 제1항 제2문의 피해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에
대해 학자들은 여기서의 피해자는 제3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예
를 들어, 불법행위자의 폭행으로부터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제3자 소유의 울
타리를 파괴하여 탈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경우 손해를 입은
제3자는 방위행위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불법행위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601) 즉 민법 제1항 제2문은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
를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방위행위는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한다.
거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론이 제시되고 있다. 제3자에 대한 정당방
위를 인정하여 직접적인 가해자인 정당방위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조각하여 면책시키는 대신에, 피해자인 제3자는 방위행위를 유발시킨 최초의
600) 소성규(2000), 『주석민법 채권각칙(8)』, 540면; 같은 견해로 이태재(1990), 『채권각론』, 진명문
화사, 477면.
601) 소성규(2000), 『주석민법 채권각칙(8)』, 5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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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격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그 위난이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도 어
디까지나 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
는 긴급피난에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한다.602)
한편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는 위법한 침해자에 대한 방위행위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은 제3자가 방위행위를 유발시킨 최초의 위법한 침해자
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603) 예를 들어 행인 A가 길을 가던 중 강도 B를 만나, 인근에 있
는 제3자 C의 상점으로 급히 뛰어들어 피난하는 과정에서 상점에 진열된 상
품의 일부를 파손하는 바람에 제3자 C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가정해 보자. 앞
의 견해는 이 사안을 공격적 긴급피난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로 보아
민법 제761조 제1항의 정당방위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제761조 제2문에 의
하여 제3자에 대한 방위행위로 손해를 입은 C는 최초의 위법한 침해자인 강
도 B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 견해는 제3자에 대한 방어적 피난을 위법한 위난야기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보아 위법한 침해자에 대한 방위행위라는 정당방
위의 이론에 따라 해석한다. 그리고 민법 제76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위법
한 위난야기자가 존재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에 준용하여 피난행위에 의
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는 피난행위를 유발시킨 최초의 위법한 위난야기자에
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604)
다시 말해 이 견해는 민법학자들의 통설과는 달리 형법상 위법하게 위난을
야기한 자가 존재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을 민법상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로 보
지 않고 공격자에 대한 반격행위가 부수적으로 제3자 손해를 야기한 경우를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로 보고 있다. 반면 강도의 위험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옆집 담을 뛰어 넘다가 그 집의 장독대를 파손하게 된 경우를 긴급피난으로
602) 김석우(1978), 『채권법각론』, 박영사, 514면; 김증한/안이준(1970),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784면.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재는 거의 없다.
603) 소성규(2000), 앞의 책, 540면; 윤일구(2011), “민법상 긴급피난과 그 피해자의 구제,” 『법학논
총』, 제31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8., 323면; 이태재(1990), 『채권각론』, 474면.
604) 이태재(1990), 앞의 책, 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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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가해라고 이해하고 있다.

4. 민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태도
우선 위난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있어서 민법 제7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난에는 가해자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첫 번째 사안은 갑 소유의 청소차 운전자 A가 내리막길에서 사이드 브레이
크를 당겨놓고 계속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4분간 정차하였다가 출발
하는 순간 약 50미터 전방에 있던 B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이다. 이 사
안에서 갑 소유의 청소차는 공기제동장치의 차였고, 따라서 A가 내리막길에서
정차를 할 경우에는 바퀴 밑에 고임돌을 받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정차를 하여야 했다. 또한 A는 이 차를 출발하기에 앞서 제동장치가
안전한 지를 확인한 연후에 출발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갑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서 브레이크의 공기가 전부 소모되었음에도 위 차를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의 완전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A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면서, 민법 제761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605)
두 번째 사안은 다음과 같다. 1972년 11월 24일 21:00경 경부고속도로에서
A가 운전해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주행선을 가로막아 정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를 30미터 거리로 B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급정거하였으
나 미끄러지면서 A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역시 주행선을 막아 정거하게 되었
다. 또 그 뒤에는 C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추월
선으로 진입하고 위 화물차 뒤를 따르던 D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도 추월선으
로 진입하여 위 사고차량들을 통과한 후 C의 화물차를 뒤에서 충격하여 교량
난간 밖으로 추락시키게 되었다. D의 버스 뒤에서 운전하던 버스운전사 D는
자신의 버스를 시속 80킬로미터 속도로 운전해 가다가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
605)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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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핸들을 돌려 위 차량을 중앙분리대를 넘어 하행선에 진입시켜 사고
차량들을 통과하다가 다시 상행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서울에서 대구로 하행중
이던 F가 운전하는 갑 회사 소속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트럭 전
면부를 파손하고, 을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수에게 낮 중의 강우설과 야간의 기온강하로 인하여 교량상의 노면은 일
반 노면과는 달리 지열이 없어 빙결형성이 되기 쉽다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교
량상을 통과할 때 감속서행하여 선행차량들에 대하여 빙판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를 잘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F는 이러한 주
의의무를 위배하여 과속으로 교량을 통과하다가 전방의 사고와 서행 및 추월
선주행을 경고하는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방사태를 잘 파
악하지 못하고 사고차량을 60미터 지점에서 비로 발견하고 감속하지 못하게
된 결과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F는 긴급피난의 항변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7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 요건
중 급박한 위난이라 함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하
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서 이러한 항변을 배척하였다.606)
이 밖에도 운전병이 제한속도 25킬로미터 지점에서 시속 45킬로미터의 과속
으로 달리던 중 보행인 3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다가 점포
를 들이받아 화재가 난 사안에 있어서도 앞에서의 두 사안에서와 같이 긴급피
난의 긴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607)
민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에 대해 법원은 앞에서 본 민법학계의 학설과 같이
첫째,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 둘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 셋째, 부득이 할 것을 들고 있다.608) 다만 그 요건을 판
단함에 있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조성된 위
난은 긴급피난에 있어서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 외에 ‘부득이’
요건을 해석한 사안은 찾기가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하급심 판례에서는
‘부득이’를 이유로 긴급피난을 인정한 바 있다.609)
606)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1487 판결.
607)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608)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02. 4. 2. 선고 99가합78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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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갑은 서산 간척지 A, B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피고 을은 서산 주민이
고, 병은 홍성군 어촌계장, 피고 정과 무는 궁리 주민으로써, 을, 병, 정, 무는
갑의 간척지 앞 해상에서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A 간척지에는 해수의 유입
과 범람을 막가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담수호와 배수갑문이 설치
되어 있다.
A지구 배수갑문 앞에는 을, 병, 정, 무의 어장인 바지락 양식장이 있고, B 간
척지 쪽으로는 간월도 등 주민들의 어장인 가두리 양식장이 있다. 위 배수갑문
은 8개의 수문을 가지고 있으며, 배수갑문의 개방은 썰물때에만 가능하고 정상
적인 경우에는 하루 2회 개방을 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약 3시간 가량 개방을
할 수 있다. 배수갑문의 개방과 담수호의 해양 유입등으로 인하여 위 배수갑문
부근에 있는 어민들의 위 양식장 경영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배수갑문 개방
과 관련하여 위 담수호 인근 어민들과 종종 분쟁이 있어 왔으며, 그와 관련하여
1992. 8. 27, 이전에 약 2개월 가까이 배수갑문을 개방하지 못하였다.
1992. 8.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틀에 걸쳐서 위 간척지 일대에 강우량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위 집중호우로 담수호의 내수위가 제한수위
를 넘게되어 위 간척지내 농경지가 침수될 염려가 있자 원고회사는 1992. 8. 27,
19:00 경 위 배수갑문의 수문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9:20 경 위 배수갑문의 개방으로 인하여 양식장에 피해가 발
생할 것을 염려한 피고 을 등을 비롯한 주민 수십명이 배수갑문 조작원인 소외
A에게 고함을 치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배수갑문 조작실 기물을 파손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을 하여 위 A는 19:30 경 수문을 닫게 되었다. 같은 달
28. 오전 경 갑은 피고 을 등 창리 주민대표들과 수문개방에 관하여 합의를 하
고 합의에 따라 수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위 수문개방에 따른 담수의 방류로 인
하여 배수갑문 부근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피고 병, 정을 비롯한
궁리 주민들이 배수갑문으로 몰려와 수문을 열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으며, 궁리
주민들 중 일부는 배수갑문 앞에 자신들의 배 12척을 선으로 연결하여 정박시
킴으로써 갑 측으로 하여금 수문을 여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같은 달 29. 15:00 경 갑은 피고 병, 정, 무 등 궁리 주민들과 수문개방의 방

609)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8부 1994. 7. 5. 선고 93가합35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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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및 양식장 피해보상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같은 날
20:00 경 수문을 개방하였다.
위 1992. 8. 26.부터 같은 날 27.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 간척지 중 A
지구 농경지의 상당부분이 침수가 되었다. 1992. 9. 경 위 간척지구 담수호 방류
지점 인근에 위치한 가두리 양식장 어류가 집단폐사하였는데, 집단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위 담수호 배수에 따른 가두리 양식장 용존산소의 결핍이 그 주요
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갑은 위 농경지 침수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로 입은
손해에 대해 을 등에게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판단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8부는 을 등의 수문개방 방해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등의 수문개
방 방해행위는 “첫째, 위 담수호의 배수갑문의 수문개방으로 인하여 담수가
대량 방류되는 경우 을 등을 포함한 인근지역 어민들이 경영하는 위 배수갑문
부근의 양식장들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둘째, 그로 인하여 원고 측
과 어민들 간에 분쟁이 있어 왔는데, 이 사건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호의 수
위가 높아지고 그 집중호우 당시 바로 위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담수의 대량
방류로 인하여 위 양식장들에는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게 될 급박한 위난에 처
하게 되자 피고들로서는 부득이 위 수문의 개방을 일단 저지하게 되었고, 셋
째, 그 직후 바로 원고 측과 수문개방과 담수방류에 관한 방침 및 그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수문개
방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8부는 을 등의 수문
개방 저지행위는 을 등과 인근 어민들이 경영하는 위 양식장들에 대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하게 된 것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
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안에서 법원이 ‘부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안을 보면 자
신의 재산인 양식장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자, 어쩔 수 없이 수문개방을
막아 간척지에 재산상 손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의 판결문에는 갑의
피해는 드러나 있지만, 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드러나 있지는 않으므로,
이익형량을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하지만 집단폐사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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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등이 운영하는 양식장 전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상 비교할 때 어떤 것이 큰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을 등의 경우에 배수갑
문을 개방하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
다. 따라서 이익형량 측면에서 이러한 을 등의 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을 등은 손해발생이 급박한
상황이었고, 수문개방 저지 외에는 이러한 손해를 피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과 같이 이를 긴급피난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이 형법상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는데 반하여,610) 민법상 긴급피난의 ‘부득이’ 표지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없다. 따라서 이 사안 하나만으로 법원이 형법상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
당한 이유’와 민법상 긴급피난의 ‘부득이’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고 단정짓
기는 힘들다.

5. 소결
민법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긴급피난에 있어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
지 않을 것만을 요구하게 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게 되어 제3자의 경
우에는 손해의 불균등한 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긴급피난은 위난에 처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
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제3자의 법익을 희생시켜 자
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즉 긴급피난은 정당한 목적을 위
한 적합한 수단이 아닌 이익형량에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받은 법
익이 긴급피난을 통해서 보호받는 법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최소한 같
거나 낮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법학자들의 주장처럼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성조각
적 긴급피난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또 민법학자들은 위난야기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제3자에 대한 피난을 제3자
610)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제4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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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법은 불법행위자
에 대한 방어의 성격을 갖는 정당방위와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긴급피
난과의 차이를 불분명하게 하며, 양자의 요건의 해석, 특히 법익균형의 면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즉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결과 긴급피난에
서 요구하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을 정당방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반면 정당
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의 하나로 보는 침해이익과 보호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부재를611) 긴급피난의 요건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이러
한 차이는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와 긴
급피난을 민법과 형법상 별개의 것으로 봄으로써 민법과 형법 사이의 조화로
운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민법은 정당방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피난의 경우에도 손해를 가한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방위행위로 인해서 피
해를 입은 상대방이 바로 위법하게 공격을 한 자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공격
자와 방위행위자 사이에서 자신의 손해를 최초 공격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
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긴급피난의 경우는 정당방위와는 다르다. 긴급피난은 위난의 발생과
는 무관한 제3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
난의 발생과 관계없는 제3자 보다는 피난행위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더
공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피난행위자가 자신에게 초래된 위난으로 인한 피해를 위난과 전혀 무관
한 제3자에게 전가하여 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생명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피난행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은 무고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 내지 분배라는 현대손해배상
법의 기본이념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법의 해석상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아래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611) 신동운(2011), 앞의 책, 286면은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중 하나로 침해되는 법익이 극히 사
소할 경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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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법상 긴급피난 규정의 입법례
우리 민법 제761조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규정은 독일민법을 계수한 일본민
법 제720조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규정을 재계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민법
제761조 제2항은 독일민법 제228조와 일본민법 제720조 제2항이 대물방위의
면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물적, 대인적 긴급피난을 구분하지 않고
긴급피난의 무제한적인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제
228조에서 대물적 긴급피난의 손배배상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격적 긴급피난에 대하여 규정한 제904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래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상 긴급피난과 그 해석을 순
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독일민법상 긴급피난의 해석
독일민법은 방어적 긴급피난과 공격적 긴급피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228조는 위난야기자에 대한 피난행위를 하는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를 규정하면서 피난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시키고 있다.612) 반면
독일민법 제904조는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를 규정하면서 피난행위자의 피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여하지는 않지만 대신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피난행위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피난
행위자와 물건 소유자 사이에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613)

612) 독일민법 제228조(긴급피난) 타인의 물건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보호하
기 위하여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자는, 그 훼손 또는 파괴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손해가 위험과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면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행위자가 위험에 대하여
과책 있는 경우에는 그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번역은 양창수(2008), 『독일민법전』, 박영사, 97면
참조.
613) 독일민법 제904조(긴급피난)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타인의 침해가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급박한 손해가 (피난행위에 의한) 침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비
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물건에 대한 간섭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소유자는 그에게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역은 양창수(2008), 『독일민법전』, 박영사, 565, 5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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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어적 긴급피난 규정으로서 독일민법 제228조
1) 독일민법 제228조의 요건
동조는 방어적 긴급피난 중 대물방위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성립요
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타인의 물건을 통하여 야기된, 피난행위자 또는 제3
자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614) 타인의 물건에 의한 위험에는 타
인의 물건뿐만 아니라 무주물로 인하여 야기된 위험도 포함한다.615) 비록 독
일민법 제228조 제1문에는 무주물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조
의 유추적용이 필요하며, 이것은 특히 위험이 동물로부터 나온 때에 유효하
다.616)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익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
익에는 개인의 모든 권리 및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포함된다.617)
또한 피난행위에는 피난의사(Rettungswille)가 있어야 한다.618)
셋째, 피난행위는 위험을 야기한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
서 위험과 관계없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피난행위에 대해서는 동조가 적용되
지 않고, 독일민법 제904조가 적용된다. 즉 동조는 위험을 야기한 물건에 대한
긴급피난을 규정한 것인 반면에, 독일민법 제904조는 위험과 관계없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긴급피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619)
넷째, 피난행위는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한 침해이익과 피난
행위에 의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아야(nicht
außer

Verhältnis)

한다.620)

우선

독일민법

제228조는

피난행위의

필요성

614) Jauernig, Othmar/Berger, Christian, Bürgerliches Gesetzbuch : mit Allgemeinem
Gleichbehandlungsgesetz, 12.Aufl., C.H.Beck, 2007(이하 Jauernig/Berger, BGB), §228 Rn. 2;
Larenz, Karl/Wolf, Manfred,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Aufl., C.H.Beck,
2004(이하 Larenz/Wolf, BGB), §19 Rn. 32; Brox, Hans, Allgemeiner Teil des BGB, 25.Aufl.,
Heymann, 2001(이하 Brox, BGB), Rn. 650.
615) Jauernig/Berger, BGB, §228 Rn. 2.
616) Werner, Olaf, in: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r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13.Aufl., 2001(이하 Werner, Staudinger), §228 Rn. 12.
617) Jauernig/Berger, BGB, §228 Rn. 2; Larenz/Wolf, BGB, §19 Rn. 33; Brox, BGB, Rn. 650.
618) Werner, Staudinger, §228 Rn. 12.
619) Jauernig/Berger, BGB, §904 Rn. 1; Larenz/Wolf, BGB, §19 Rn. 33; Brox, BGB, Rn.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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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forderlich)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은 제227조에서도 정당방위를 규정하
면서 필요한(erforderlich)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단어가 동
일함에도 불구하고 긴급피난의 본질을 고려하여, 여기에서의 필요성을 불가피
성 내지 보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독일의 민법학자들은
방어적 긴급피난의 요건으로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의 의미를 다른
적당한 방어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달리 방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피난행위가 허용된다고 함으로써,621) ‘필요한’을 사실상 독일민법 제
904조의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다(notwendig sein)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침해이익과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성의 문제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민법 제904조는 제228조와는 다르게 공격적 긴급피난
을 규정하면서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독일민법 제228조는 이와 같이
피난행위에 의한 침해이익과 피난행위에 의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완화된 이익균형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 이유는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피난행위의 피해자가 바로 위난을
야기한 자이기 때문에 위난과 무관한 정당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있다. 요컨대
방어적 긴급피난에 있어서는 보호이익이 현저히 우월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이 동가치이거나 형량불가능 경우에도 피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야 공평에 합치한다.622)

620) Jauernig/Berger, BGB, §228 Rn. 2; Larenz/Wolf, BGB, §19 Rn. 33; Brox, BGB, Rn. 650.
621) Larenz/Wolf, BGB, §19 Rn. 33.
622) Larenz/Wolf, BGB, §19 Rn. 33. 위험과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손해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비하여 경미한 때에는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웃
의 값비싼 개를 자신의 정원에서 근소한 손해의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살해서는 안 되지만, 그 개가
사람이나 혹은 개와 동가치의 물건을 공격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방어할 수 없다면 죽여
도 좋다고 한다. 한편 브록스는 독일민법 제228조(방어적 긴급피난)의 위법성조각 근거를 침해당하는
자의 법익의 가치가 그에게 위험을 야기한 물건의 가치보다 원칙적으로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 데
에서 찾고 있다. 그 가치의 평가는 피난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손해가 그 피난행위가 없었다면 초래되
었을 손해보다 커도 되지만, 현저하게 클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 점은 피난행위가 없을 경우 예상되
었던 손해가 피난을 야기하게 한 물건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커야 한다는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정확히 반전된 것이라고 한다(Brox, BGB, Rn.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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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민법상 방어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
각되므로, 피난행위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만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긴급상황(예컨대 무는 버릇이 있는 개를 자극하여
개의 공격을 받은 경우)에서의 방어적 피난행위는 적법하지만 손해를 배상해
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손해배상책임은 스스로 위난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과
실이 인정되므로 부과되는 책임이다.623) 여기서 피난행위자의 과실은 위험의
야기와 관련되어야 하며, 타인의 물건의 손괴와 관계될 필요는 없다. 즉 구체
적으로 발생된 위험의 회피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가
침해되어야만 한다.624)
그렇지만 방어적 긴급피난 행위를 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의도를 가지고 위
난을 야기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
저귀는 새를 사냥하는 타인의 고양이를 새에게 가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
여 자신의 정원으로 유인하여 죽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체로서
의 행위가 처음부터 바로 고의적이고 위법한 재물손괴로 평가되기 때문에 방
어적 긴급피난이 문제되지 않는다.625)

2) 독일형법 제34조626)와 독일민법 제228조의 관계
독일은 민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을 방어적 긴급피난(제228
조)과 공격적 긴급피난(제904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법에서는
공격적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제34조)과 면책적 긴급피
난(제35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위법성조각 사유로서의 긴급피난 중
방어적 긴급피난에 대해 일반적 규정은 민법에 있고, 형법에는 면책적 긴급피
난에 위난야기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방어적 긴급피난에 대한 규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견해는 독일 민법 제228조를 근거로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
623)
624)
625)
626)

Jauernig/Berger, BGB, §228 Rn. 2; Larenz/Wolf, BGB, §19 Rn. 33; Brox, BGB, Rn. 650.
Werner, Staudinger, §228 Rn. 26.
Jescheck/Weigend, AT I, 1996, S. 320.
독일형법 제34조의 내용은 전술 94면, 각주 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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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난행위에 의한 침해이익(손해)과 피난행위에 의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
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627) 이에 대
해 렌크너(Lenckner) 교수는 방어적 긴급피난에서는 본질적인 우월성 기준이
실질적 관점에서 완화되며 공격적 긴급피난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광범
위한 침해가 허용된다는 일반원칙을 독일민법 제228조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
다고 본다.628) 이 문제에 대해서 형법학자인 베셀스(Wessels) 교수도 위험을 야
기한 자의 법익만을 침해하는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 무관한 제3자를 연루시
켜 손해를 입히는 공격적 긴급피난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큰 침해가 허
용되며, 필요하면 위험야기자의 신체침해조차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
한 결론은 독일형법 제34조의 이익형량에 의미합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독
일민법 제228조의 근본사상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한다.629)
반면 민법 교수인 베르너(Werner) 교수는 독일민법 제228조 제1문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이미 법률요건의 표현에서 독일형법 제34조의 위법성조각적 긴급
피난과 명확히 구별되므로, 독일민법 제228조는 민법영역에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630) 즉 베르너 교수는 각각의 법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위법
성조각사유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즉 베르너 교수는 독일민법 제228조 긴급피난 규정은 형법적인 사안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 이유를 독일형법 제34조에서 긴급피난의
독자적인 정당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독일형법 제34조
는 표면적으로는 독일민법 제228조와 일치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특정한
형법적 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민법규정과는 다른 결론으로 나아가며, 따라서
민법적 척도에 의하여 확정되는 긴급피난과 형법적 척도에 의하여 확정되는

627) Jescheck, a.a.O., S. 327. 그러나 라렌쯔 교수는 독일민법 제228조의 확대적용을 허용하지만, 형법
학자들과는 반대로 대물방위와 불가피하게 결부된 인적 손해에 관해서는 제228조 2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난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청구권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함으로써,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인
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Larenz/Wolf, BGB,
§19 Rn. 35).
628) Lenckner, a.a.O., S.496.
629) Wessels/Beulke, Strafrecht Allgemeiner Teil, 40. Aufl, C.F.Müller, 2010., S.116.
630) Werner, Staudinger, §228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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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사이에는 상호적인 연결이 없다고 보고 있다. 베르너 교수는 아울러
전체 법질서에 대하여 통일적인 위법성을 요구하는 학설을 각 법영역에서 서
로 다른 규정들이 갖는 특수한 목적이 있으며, 다만 긴급피난을 통하여 정당
화되는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만은 모든 법영역에서 일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밖의 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각각의 법영역에 상응하는 위법성조
각사유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31)
그렇지만 위법성조각사유는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즉
전체 법질서의 차원에서 각각의 고유한 정당화근거와 그 정당화를 위하여 필
요한 요건을 가지고 인정된 위법성조각사유들이 모든 법영역을 통틀어서 평가
하기에 위법성조각이라는 효과를 갖는다. 긴급피난을 예로 들어 보면, 전체 법
질서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동일한 긴급피난이 각각의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법성 조각의 법효과적인 측면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든지 간에 마땅히
모든 법영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민법상 위법성조각사유는 그
요건 그대로 형법에 있어서도 위법성조각사유로 작용하는 것이고, 반대로 형
법상 위법성조각사유도 그 요건 그대로 민법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로 작용
하는 것이다.632) 즉 긴급피난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민법의 영역에서는 불
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각시키고, 형법에서는 범죄의 성
립을 부정하여 형사책임을 조각하는 양면적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633)

나. 공격적 긴급피난 규정으로서 독일민법 제904조의 요건
독일민법 제904조는 긴급피난 중 특히 공격적 긴급피난에 대해 규정하고 있
으며 대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634) 여기에
631) Werner, Staudinger, §228 Rn. 29; 한편 브록스 교수는 베르너 교수의 견해와는 반대로 위법성일
원론에 입각하여 정당방위(독일민법 제227조), 긴급피난(독일민법 제228조 및 제904조), 자력구제(독
일민법 제229조)의 요건하에서 행위한 자는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며 이는 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영역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Brox, BGB, Rn. 650).
632) Welzel, a.a.O., S. 16f.
633) 같은 취지로 Larenz/Wolf, BGB, §19 R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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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재의 위험은 위험의 실현이 곧 임박하여 즉각적인 법익구조가 필요한 때
를 말한다.635) 독일민법 제228조 방어적 긴급피난과는 달리 위험이 반드시 타
인의 물건을 통해서 야기될 필요는 없다. 즉 사람에 의하여 위험이 야기되거
나, 물건을 통하여 위험이 초래되거나 자연력으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하든지
관계없이 모두 독일민법 제904조의 위험에 포함된다.636) 사람에 의한 위험야
기의 경우에는 침해가 위법한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만일 침해가 위법한
경우에는 위법한 침해자에 대한 정당방위에 의하여 법익을 방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에는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긴급피난을
하여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위험으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
다. 여기의 법익에는 개인의 모든 권리 및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포함된다.637)
셋째, 피난행위는 위험과 관계없는 제3자의 물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따
라서 위험을 야기한 물건 자체에 대한 피난행위에 대해서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고, 독일민법 제228조가 적용된다.638)
넷째, 타인의 물건에 대한 침해는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해야
한다. 여기에서 불가피한이라 함은 위험의 방위가 객관적으로 타인의 무관한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통해서만 가능한 때를 말한다.639)
다섯째로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에 대하여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야 한다.640) 왜냐하면 독일민법 제904조에서는 위험을
초래한 물건이 손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손괴되는 것이므로 독일민
법 제228조에 있어서보다 더 높은 비례성이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641)
634) Brox, BGB, Rn. 651; Jauernig/Berger, BGB,, §904 Rn. 2.
635) Jauernig/Berger, BGB, §904 Rn. 4.
636) Seiler, Hans Hermann, in: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3. Buch, Neubearb, de Gruyter, 2002, §904 Rn. 13.
637) Jauernig/Berger, BGB, §904 Rn. 2; Brox, a.a.O., Rn. 651.
638) Jauernig/Berger, BGB, §904 Rn. 3; Larenz/Wolf, BGB, §19 Rn. 35.
639) Jauernig/Berger, BGB, §904 Rn. 4.
640) Jauernig/Berger, BGB, §904 Rn. 4; Brox, a.a.O., Rn. 651.
641) Larenz/Wolf, BGB, §19 R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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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민법상 공격적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피난행
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독일민법 제904조 제2문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다. 피난행위의 피해자는 자신과 무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타인의 침해를
감수해야할 수인의무(Duldungspflicht)를 부담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서 피난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642)
따라서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격적 긴급피난자의 책임의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의 조각을 전제로 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형평상의 책임(무과실책임)으로서 일종의 부담부 합법행위에 의한
손실보상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공격적 긴급피난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권은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우월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법익들 중 어느 것을 희생해야 하는 자는 그에 대해 보
상받아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한 것이며, 희생에 근거한 청구권을 통한 관계된
이익들의 형평성이 문제된다.643)
피난행위로 인한 제3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난행위자가 피난행위의 피해
자에게 손실을 보상한 때에는 독일민법 제677조 이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
환청구권 및 독일민법 제812조 이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원상회복조
치를 근거로 피난행위자는 그 수익자에게 피난행위의 수익자에게 구상을 청구
할 수 있다.644)
다만 이에 대해 파블로브스키(Pawlowski) 교수는 아무 잘못 없이 위난을 전
가당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은 피난행위의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
해서는 피난행위자와 수익자 모두에 대해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난행위자 외에 수익자에게도 제904조 제2문
의 책임을 인정하여 양자를 연대채무자로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한
다. 첫째로 피난행위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불확실한 경우
에도 그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채무자를 쉽게 확정할 수
642) Jauernig/Berger, BGB, §904 Rn. 5; Larenz/Wolf, BGB, §19 Rn. 37.
643) Jauernig/Berger, BGB, §904 Rn. 7.
644) Jauernig/Berger, BGB, §677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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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둘째로 피난행위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수익자가 지불능력이 있는 경
우에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
는 것이다.645)

다. 소결
독일민법은 제228조에서 방어적 긴급피난을, 제904조에서 공격적 긴급피난
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 효과로 방어적 긴급피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공격적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
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독일민법이 이러한 규정을 두면서 긴급피난자에게 손
해전보책임을 지우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피난행위의 피해자가 바로 위난야기자이기 때문이 위난야기자가 위법하지 않
다고 할지라도 위난야기자와 피난행위자 사이에서 피난행위에 의한 손해를 위
난야기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합치된다. 이에 반하여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피난행위자가 자신에게 닥친 위난을 위난야기와 전혀 관계없는 무고
한 타인에게 전가하여 타인의 정당한 법익을 침해하여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
고자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 요건에 있어서도 특히 독일민법 제228조의 긴급피난의 경우에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필요성과는 달리 보충성과 이익
균형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출발점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즉 정당방위는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
위이므로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긴급피난에 있어서보다 더 완화된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은 형법 제34조의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
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한편 독일의 민법학자들은 민법상 긴급피난과 형법상 긴급피난을 별개로 이
해하고 있지만, 독일민법 제228조 방어적 긴급피난 규정 및 제904조 공격적
긴급피난 규정, 그리고 독일형법 제34조 공격적 긴급피난규정의 관계는 전체
법질서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고유한 정당화근거를 가진 하나의 동일한 긴급피
645) Pawlowski, Hans-Martin, Allgemeiner Teil des BGB, 7. Aufl., C.F. Müller, 2003, S.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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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공격적 긴급피난과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세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민법상 긴급피난
일본은 민법에서 방어적 긴급피난을 규정하면서 그 효과로서 불법행위책임
을 조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본민법 제720조 제2항).646) 또한 그 불
법행위책임이 조각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독일민법 제228조와 마찬가지로 방

어적 긴급피난 중 대물적 긴급피난의 한 경우인 대물방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구민법에서는 프랑스 민법의 입법례에 따라 정당
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현행민법 제정시 독일민법을
모방하여 제720조와 같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
다.647)

가. 일본민법 제정당시 긴급피난 규정관련 논의
1870년부터 일본은 근대적인 민법전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우선
일본에서는 당시에 가장 우수한 민법전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민법전이 일
본어로 번역이 되었다.648) 프랑스 민법을 번역하여 책으로 낸 일본은 민법전
제정을 위하여 당시 프랑스 파리 대학의 교수였던 보아소나드(Boissonade)를
초빙하여 민법 초안의 기초를 맡기게 된다.649) 그 후 1886년 3월에는 보아소
나드가 기초안 민법초안수정안이 원로원에 부의되었으나, 보아소나드가 기초
한 민법전과 독일 법학자 뢰슬러가 기초한 상법전의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그
밸런스 사이에 논쟁이 일게 되어 법전연기론이 주장되었다.650) 보아소나드의
646) 일본민법 제720조(정당방위ㆍ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방
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해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단 피해자로부터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규정은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생긴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47) 幾代 通, “民事上の正当防衛・緊急避難と第三者被害,” 『法学』 48(3), 東北大学法学会, 1984.8.,
332, 359頁.
648) 前田達明編, 『史料民法典』, 成文堂, 2004, 1頁 이하.
649) 정종휴(2007), “일본민법전의 편찬,” 『법학연구』, 제36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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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안 시행이 연기되면서 1893년 3월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 아
래 “법전조사회규칙”에 따른 법전조사회가 설치되게 된다. 당시 법전조사회는
총재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부총재에 사이온지 킨모치(西圓寺公望), 위원
에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陳重), 우메 켄지로(梅謙次郞), 토미이 마사아키라(富
井政章)로 구성되었다.651)
법전조사회에 있어서의 논의로부터 일본민법 제720조 정당방위ㆍ긴급피난
규정의 입법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전조사회에 일본민법 초안 제
728조로서 제출된 기초위원 원안은 현행 일본민법 제720조와 같았다. 다만 당
시에는 조문의 배치상 초안 제728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속기록을 보면 당
시에 민법 초안 제728조에서 규정하는 긴급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
건으로서 사태의 긴급성, 방위되는 법익의 종류와 범위 및 긴급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 그리도 양 법익간의 균형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제3자 피해
즉 전가형 긴급행위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인정여부에 관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할애되고 있었다.652)
이 글에서는 특히 전가형 긴급행위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陳重) 기초위원은 전가형 긴급행위도 정당방위로
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동조 제1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불법하고도 급박한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부득이하게 방어하는 경
우에 잘못하여 제3자에게 상처를 낸다거나, 잘못하여 제3자의 재산을 해한다거나,
옆에 서있는 사람에게 지팡이의 끝이 맞았다거나, 혹은 포장마차를 전복시켰다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은 방위자의 행위가 아니라, 그 원인을 행한 공격자의 행
위이므로, 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이기 위하여 이 단서가 첨가된 것이다.653)
...또한 제1항 단서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의문이 여기저기에서 얼마든지
650) 정종휴(2007), 앞의 논문, 115면.
651) 정종휴(2007), 앞의 논문, 122면
652) 幾代 通, “民事上の正当防衛・緊急避難と第三者被害,” 332頁.
653) 法律取調委員会, 『日本近代立法資料叢書 5』, 法典調査会 民法議事速記錄 5, 商事法務硏究會,
和59(1984), 409-41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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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

일어나고 있다. 자기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타인을 해쳤던가, 그 근처의 가게에 뛰어들어서 그 가게의 물건을 손괴했다는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또는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에서 타인으로부터 폭죽을
맞을 것을 쳐내었고, 그것이 타인의 가게에 들어가서 그 때문에 원고가 실명한 사
례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654)

또한 우메 켄지로(梅謙次郞) 위원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1항의 경우는 단지 타인의 불법행위이므로 제2항의 경우보다도 범위를 넓혀서,
그 경우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된 때에 한하여 제3
자의 물건을 손괴한 때에도 역시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이 다르다...
제1항의 경우는 타인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제2항의 경우보다 한층 보호
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뿐이다.655)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위원은 피해자인 제3자의 보호 문제에 관해서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이의 불균형을 염려했다. 즉 일부 위원은 동일하게 전가형
가해행위이면서 긴급사태의 발생원인으로서 사람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위험물 긴급행위(긴급피난)로서 당해 위험물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경우만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타인소유의 재산이나 타
인의 신체 등에 대한 가해행위는 전혀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본조 제2항). 이에 대하여 몇몇 위원들은 긴급사태가
누군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으로부터의 방위를 위해서
라면 당해 불법행위자 이외의 타인의 신체ㆍ재산 등을 해하는 행위도 모두 손
해배상 책임 면제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본조 제1항)고 하는 것은 균형
이 잡혀 있지 않다고 보았다.656)
결국 이 점에 대해서 반론과 재반론이 이어졌으나 반대설이 주류를 차지하
지는 못하고 기초위원 원안이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이 규정이 현행 일본
654)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 5, 411頁.
655)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 5, 416頁.
656) 幾代 通, “民事上の正当防衛・緊急避難と第三者被害,” 334-335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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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0조로 되었다.657)
이렇듯 일본민법 초안 제728조 제1항에서는 전가형 긴급행위로 손해배상 책
임이 면제되며, 동 초안 제728조 제2항에서는 전가형 긴급행위의 손해배상 책
임의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법적 선택이 행하여진 것의 근거로서
법전조사회의 논의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58)
첫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긴급사태에 처한 자는 그
렇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긴급사태에 처한 자 보다도 더욱더 두텁게 보호되어
마땅하다.
둘째, 일본민법 초안 제728조 제2항이 전가형 긴급행위를 원칙적으로 면책
하지 않는 것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방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
여 그것을 위하여 무관계한 타인의 법익을 희생하여도 괜찮다고 하는 논리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근거한다.
셋째, 일본민법 초안 제728조 제1항에서 전가형 정당방위의 손해배상 책임
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규정의 합리성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가해
자로부터 원인자(불법행위자)의 순서로 해야 하는 배상청구의 두 번 수고 내
지 우회로가 요구되는 것으로 되는 바를,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사후처리를 피해자로부터 원인자라고 하는 하나의 단계 또는 하나의 관계에서
처리시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나. 일본민법 제720조 제2항의 해석
일본민법은 긴급피난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대물방위(방어적 긴급피난 중 대물적 긴급피난의 한 경우)에 국한시키고, 그
외의 긴급피난은 민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법행
위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경우와는
657) 幾代 通, “正当防衛・正當行爲なと(上),” 『日本 不法行爲法 リステイトメント』, 不法行為法研究会
有斐閣, 1989, 117頁.
658) 幾代 通, “民事上の正当防衛・緊急避難と第三者被害,” 337-33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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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므로, 긴급피난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어 위법성조각사유의 본질에 반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들은 긴급피난의 손
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견해는 위법
한 위난야기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공격적 긴급피난을, 침해자와 피난자와의
관계가 부정 대 정이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공통점이 있다는데 착안하여, 이
를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로 보고자 한다. 즉 일본민법 제720조 제1항의 정당
방위 규정에 의하여 긴급피난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조각시키는
대신에(동조 제1항 본문), 제3자는 피난행위를 유발시킨 최초의 위법한 위난야
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
다(동조 제1항 단서).659)
즉 일본 민법학에서는 위법한 공격자에 대한 방위행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위법한 위난야기자가 존재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 예컨대 강
도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뛰어들어 물건을 손괴한 경우와 같
이 최초의 불법행위자 이외의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 도
민법상 정당방위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형법상 정당방위와 민법상
정당방위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660)

1) ‘부득이’에 대한 해석
일본 민법학자들의 통설적 견해는 위법한 침해와 전혀 무관한 정당한 제3자
659) 幾代 通,
“民事上の正当防衛・緊急避難と第三者被害,” 法学 48(3), 東北大学法学会, 1984.8.,
328-331頁; 幾代 通, 德本伸一 補訂, 『不法行爲法』, 有斐閣, 1993, 101, 102頁; 鈴木祿彌, 『債權法
講議』, 創文社, 1982, 26-27頁; 宗宮信次, 『債權各論』, 有斐閣, 1956, 455, 458頁. 다만 소미야 신
지(宗宮信次) 교수는 형법상 유책원인자가 존재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을 민법상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
로 보는 통설과는 달리, 정당방위에 의한 제3자 침해의 경우를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이해하고
있다(宗宮信次, 『債權各論』, 458頁). 동 교수는 일본민법 제720조 제1항의 부득이 행하여졌다고 함
은 침해가 현재하여 공권력을 요청할 겨를이 없을 것 및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일본민법 제720조 제1항의 정당방위규정은 일본형법 제36조 제1항의 정당방위규정과는 달
리 침해가 급박해야 할 것을 명언하지 않아도, 급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요청할 수 있
으면 자위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석론으로서도 침해가 현재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660) 幾代 通, “民事上の正当防衛・緊急避難と第三者被害,” 328頁; 鈴木祿彌, 『債權法講議』, 2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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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위행위를 허용하는 이상,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
립요건으로서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과 이익형량이 요구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은 본래의 정당방위, 즉 부당한 침해자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도 요구하여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과 이익균형을 정당방
위의 성립요건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피한다거나 경찰의 구제를
요청하는 등으로 침해를 면할 수 있을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현저히 작은 재산을 방위하기 위하
여 위법행위자를 사살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
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을 잃고 있으므로 민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661)
다만 이시다 분지로(石田文次郞) 교수는 통설과 마찬가지로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도, 방위행위의 필요성과 사회적 상당성
(사회윤리적 제한)을 그 요건으로 들고 있다. 즉 동 교수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생활이익의 방어를 위해 부득이 행한 행위이므로, 침해를 방어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행위를 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본래 방위
되어야 할 이익과 방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와는 균형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방위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넘어
서는 방위행위는 불법이며(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방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662)
또한 일본민법 제720조 제2항의 긴급피난규정은 제1항의 정당방위규정과는
달리 ‘부득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도의 목적에서 보더라도
정당방위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663) 긴급피난의 경우에도 위난을 발생시킨 위험물을 훼손하는 이
외에 달리 적당한 피난수단이 없을 것(피난행위의 보충성)과 보호된 이익과
그 물건의 파손에 의하여 생긴 손해와의 사이에 현저하게 권형을 잃지 않을
것(이익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당방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

661) 幾代 通, 德本伸一 補訂, 『不法行爲法』, 118頁; 領木祿彌, 『債權法講議』, 26頁 등.
662) 石田文次郞, 『債權各論』, 早稻田大學, 1954, 258頁.
663) 四宮和夫, 『不法行爲: 事務管理·不當利得·不法行爲』. 中-下卷, 靑林, 1988, 36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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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664)
나아가 일본의 민법학자들은 형법과 민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부득이’
라는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과 민법에서는 양 개념
의 구분선이 다르며, 또한 양 개념을 합쳐서 위법성조각이 미치는 외연도 반
드시 같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665) 민법상 정당방위ㆍ긴급피난
과 형법상 정당방위ㆍ긴급피난은 다르다는 결론에까지 이르고 있다.666)
동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위법한 침해자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긴급피난의 요건인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방위행위의 필요성이 있으나 보충성
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반면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된다. 반면 일본 민법학자들은 형법상으로는
그 본질이 긴급피난인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이익균형의 요건으
로서 긴급피난의 이익균형의 척도인 보호이익의 침해이익에 대한 현저한 우월
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의 척도인 보호이익
과 침해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
다.667) 결국 일본의 민법학자들은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지만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점에서만 구별될 뿐 그 외
의 요건(보충성과 이익균형)은 양자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668)

2) 형법상 긴급피난669)의 해석과의 비교
한편 일본의 형법학자들은 위법한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일본의 민법학자들과는 반대견해를 취한다. 즉 일본형법학계는 정당
664) 中川善之助, 『債權各論』, 靑林書院, 1958., 355頁.
665) 幾代 通, 德本伸一 補訂, 『不法行爲法』, 104頁.
666) 我妻 榮, 『債權各論』, 岩波書店, 1990., 149頁; 中川善之助, 『債權各論』, 354頁 등.
667) 幾代 通, 德本伸一 補訂, 『不法行爲法』, 102頁; 四宮和夫, 『不法行爲』, 368頁 등.
668) 幾代 通, 德本伸一 補訂, 『不法行爲法』, 102頁; 中川善之助, 『債權各論』, 354. 355頁 등.
669) 일본형법 제37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한 행위는 이것에 의해 발생한 해가 피하려고 한 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의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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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는 어디까지나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으로서 부정 대 정의 관계
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불법을 부정하여 법을 실현(법질서수호)하는 것이라
는 본질상 위법한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여지가 없
으며, 경우에 따라서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670) 일본의 민
법학자들은 유책원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에 유책원인
자가 존재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난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형법학자들은 유책원인자의
존부에 관계없이 공격적 피난행위자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공평에 합치되
어 타당하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행위를 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과 손해의 분배를 형평하
게 하는 문제는 별개의 논의라고 이해해야 하므로, 긴급피난이 형사책임을 조
각할지라도, 긴급피난자의 민사책임의 존부는 이러한 형사책임의 성부와 관계
없이 손해분배에 있어서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조
각하지 않는 것이 공평에 합치되므로 공격적 피난행위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위난을 전가당한 피난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671)
즉 일본의 형법학자들은 정당방위의 본질상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정
당방위는 있을 수 없으므로, 방위행위에 의하여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에는 긴급피난의 존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침해자가 타인
의 물건을 이용하여 공격해 오는 것을 방위행위로 손괴한 경우와 같이 제3자
의 물건이 위법한 침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3
자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672)
이렇듯 일본의 형법학자들은 위법한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
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위행위의 보충성과 이
익균형을 요구하는 민법학자들과는 달리 방위행위의 필요성만 있으면 충분하
670) 木村龜二, 阿部純二, 『刑法總論』, 增補版, 有斐閣, 1978, 268頁; 吉川經夫, 『刑法總論』, 補正版,
法律文化社, 1996., 141頁 등.
671) 木村龜二, 阿部純二, 『刑法總論』, 268頁; 田 平(2004), 『全訂刑法總論』, 132頁.
672) 吉川經夫, 『刑法總論』, 141頁; 大谷 實(1994), 『刑法講義總論』, 264-65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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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의 형법학자들은 일본형법 제36조의 정당방위 규정과
동법 제37조의 긴급피난 규정이 서로 동일하게 ‘부득이’를 그 요건으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본질상 일본형법 제36조에서
의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부득이’는 방위행위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
면서도, 제37조의 긴급피난에 있어서의 ‘부득이’는 피난행위의 보충성 내지 불
가피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673)
요컨대 일본 형법학계는 위난을 초래한 자가 있는 긴급피난을 공격적 긴급
피난으로 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에 유책원인자의
존부에 관계없이 피난행위자의 민사 책임을 면제시키지 않는 것이 공평에 합
치되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674) 반면 민법학자들은 위난을 초래한 사람이 있
는 긴급피난을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시키고,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가 면책되는 것과의 형평상 유책원인자가 존재하지 않
는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도 면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이러
한 입장은 유책원인자의 존부에 관계없이 공격적 긴급피난의 손해배상책임 면
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이다. 하지만 긴급피난의 경우
에는 정당방위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
담해야 한다면, 긴급피난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
어 위법성조각사유의 본질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본민법은
긴급피난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제720조 제2항의 긴
급피난 규정에 의하여 피난행위자(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조각시키는 대신, 피난행위의 피해자(제3자)는 피난행위를 유
발시킨 최초의 위법한 위난야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일본민법 제720조 제1항 단서). 이는 위법한 위난
673) 吉川經夫, 刑法總論, 142, 149頁; 團藤重光, 『刑法綱要 : 總論』, 改訂版, 創文社, 1980., 218-229
頁; 大谷 實(1994), 『刑法講義總論』, 265, 281頁 등.
674) 木村龜二, 阿部純二, 『刑法總論』, 268頁; 田 平(2004), 『全訂刑法總論』, 132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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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공격적 긴급피난을, 침해자와 피난행위자와의 관계
가 부정 대 정이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공통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제3자
에 대한 정당방위로 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방위는 어디까지나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으로서 부정
대 정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불법을 부정하여 법을 실현(법질서수호)하
는 것이므로, 그 본질상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여지
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675) 따라서 제3
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일본민법학계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러
한 경우에 있어서 형법의 해석과 같이 제3자에 대한 긴급피난으로 보아 보충
성과 법익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론이라고 보인
다.
즉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현재의 위난에
처한 자가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그 위난을 전가하여 정당한 타인의 법
익을 희생시켜 피난하는 것을 법이 일정한 한도에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것
은 정 대 정의 관계이며 긴급상황하에서의 국가적 가치재분배의 기능을 가지
고 있다.676) 긴급피난은 피난행위자와 피난행위의 상대방과의 관계가 정 대
정의 관계로서 위난과 무관한 정당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따라서 부정
대 정의 관계인 정당방위보다 엄격한 성립요건이 요구된다. 긴급피난에는 피
난행위의 보충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긴급피난은 이익균형에 있어서 공
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에 대한 현저한 우월이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을 것이 요
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4절 소결
독일민법은 민법상 긴급피난을 대물적 긴급피난에 한정하고 방어적 긴급피
난과 공격적 긴급피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민법 제228조는 방어
675) Jauernig/Berger, BGB, S. 149.
676) Brox, BGB, S. 313; Larenz/Wolf, BGB, S.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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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긴급피난 중 대물적 긴급피난의 한 경우인 대물방위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
임을 면제시키고 있다. 반면 독일민법 제904조는 공격적 긴급피난 중 대물적
긴급피난의 한 경우인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의 조각을 전제로
한 형평책임(부담부 합법행위에 의한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
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민법은 제720조 제2항에서 긴급피난이라는 표제 하에 대물방위
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민법은 독일민법 제904조에
해당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일본민법은 긴급피난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대물방위(방어적 긴급피난 중
대물적 긴급피난의 한 경우)에 국한시키고, 그 외의 긴급피난은 민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민
법의 해석에 있어서 일본의 학자들은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
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민법 제720조의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살펴봄에 있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별을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그 성립요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법상 정당방위ㆍ긴급피난과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다르다고 하는 결론에 까지 이르고 있다.
과거 일본민법이 의용될 당시에 통용되던 일본 민법학자들의 해석론은 우리
나라에 그대로 도입되어졌다. 그리하여 긴급피난의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761조에서도 일본의 해석론을 무비판적으
로 도입하여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761조 제1항의 정당방위 규정은 내용상 일본민법 제720조 제1
항의 정당방위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 민
법 제761조 제2항에서는 긴급피난의 위법성조각사유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방
어적ㆍ공격적 또는 대물적ㆍ대인적인가를 불문하고 무제한적으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다. 이는 긴급피난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극
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대물방위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국한시키고 있는
일본민법 제720조 제2항의 긴급피난규정과는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은 조문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긴급피난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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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확대를 위하여 위법한 위난야기자가 존재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을 제3자
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할 필요는 없다. 즉 정당방위의 본질에 반하는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본래대로 위법한 위난야기자가 존재하
는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어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든지 간에 마땅히 모든 법영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별 및 그 성립요건에 맞추어 민법 제761조 제1
항의 정당방위와 제2항의 긴급피난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민법
상 정당방위ㆍ긴급피난과 형법상 정당방위ㆍ긴급피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각각의 고유한 정당화근거를 가진 하나의
동일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민ㆍ형법상의 양면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보론으로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 독일민법 제904조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전제로 한 형평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인정하면서도 형평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긴급피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의
확대가 아니다. 문제는 공격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
제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공평에 합치되는 법효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방어적 긴급피난의 손
해배상책임 면제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공격적 긴급피난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는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 이외의 다른 법률적 원
인에 의한 손해전보책임의 부담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침
해행위 자체는 적법행위로서 허용하지만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유형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법 및 민법상 규정들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를 전제로 한 형평책임으로서 부담부 합
법행위에 의한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의 영역에는 본질상 위법한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있을 수 없으므로, 민법 제761조 제1항 본문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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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방위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위법한 공
격자에 국한된다. 따라서 방위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방위행위자는 원칙적으로 방위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불
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방
위행위가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과 보호이익의 현저한 우월성의 요건
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긴급피난으로서 민법 제761조 제2항에 의하여 불
법행위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형평책임으로서 부담부
합법행위에 의한 손실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761조 제1항 2문은 통설
의 주장과 같이 방위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직접적 가해자인 방위행위자를 면책시
키는 대신에, 방위행위를 야기시킨 최초의 위법한 침해자에게 방위행위에 의
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위법한 침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방위행위자 및 제3자의 손해는 위
법한 침해자가 직접적인 가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방위행위자 및 제3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위법
한 침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행위 도중에 피해를 입은 방위자의 경우 및
방위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의 경우에는 위법한 침해자의 불법행위
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자의 방위행위에 의하여 손해
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가해자는 최초의 위법한 침해자가 아니라 방위행위자이며,
최초의 위법한 침해자에게 직접적인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0조에 의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최초의 위법한 침해자는 방위행위자 및 제
3자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가해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
렇지만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방위행위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방위
행위가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최초의 위법한 침해자에게는 간접적인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방위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당방위자는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을 지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방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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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야기한 최초의 위법한 공격자는 간접적인 가해자로서 민법 제761조 제1
항 단서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양자는 방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제3
자의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그리하여 정당방위
자가 방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최초의 위법
한 침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구상할 수 있지만, 반대
로 위법한 침해자가 방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는 위법한 원인제공자이므로 정당방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긴급피난은 방어적 긴급피난과 공격적 긴급피난을 불문하고 불법행
위책임이 조각되지만(민법 제761조 제2항에 의한 동조 제1항 본문의 준용), 방
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한다. 반면에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상대적 면책으로 해석하여 불
법행위책임의 조각을 전제로 한 형평책임으로서 부담부 합법행위에 의한 손실
보상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격적 긴급피난자는 위법한 위난
야기자의 존부를 불문하고 피난행위의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책임을 진다고 해
석해야 한다.
요컨대 피난행위의 피해자는 직접적 가해자인 긴급피난자에 대하여 형평책
임으로서 부담부 합법행위에 의한 손실보상책임을 물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긴급피난의 수익자인 제3자(피난행위에 의하여 법익이 보호된
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다.677) 또한 긴급피난자가 피난행위의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한 경
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는 긴급피난의 수익자인 제3자에게 민법 제739조의 사
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할 수 있으며,678) 이 경우 긴
급피난에 의한 손해는 궁극적으로 긴급피난의 수익자인 제3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677) 幾代 通, “民事上の正当防衛・緊急避難と第三者被害,” 『法学』, 48巻 3号, 東北大学法学会,
1984.8, 358頁.
678) 幾代 通, “民事上の正当防衛・緊急避難と第三者被害,” 35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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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나가며
1871년에 독일제국형법에 긴급피난 규정이 책임조각사유로 규정된 이래 독
일형법초안에서 긴급피난 규정은 그 형태 및 성질이 계속적으로 변해왔다. 그
내용은 위법성조각사유(독일형법 1909년, 1919년 초안), 책임조각사유(독일형법
1911년 초안)로 서로 이분되었다. 독일의 1925년 초안은 책임조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법상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1931년 개정형법 가안에서 긴급피난 규정은 우리나라의 형법상 긴급
피난 규정과 가장 유사하다. 즉 법익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으로 확장하는
점, 상당성을 규정한 점, 과잉방위 규정의 준용 등의 점에서 우리 형법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정황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형법 및 감옥법 개정 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모토
지 교수는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성을 둔 이유를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정도까지 확장시키려는 의도라고 하였고, 마키노 교수는 상당성 원칙
은 정당방위에 관한 스위스 초안 제32조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상당성은 1918년의 스위스 형법초안 제32조 정당방위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
시 스위스 형법초안에서 긴급피난은 제33조에서 규정되어 있었는데, 기대가능
성을 명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상당성의 해석에 있어서 마키노 교수가 스위
스 형법초안 제3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정상 위난에 처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그 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때’를 ‘상당한’과 바꾸어 보려고 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마키노 교수는 긴급피난에 있어서 기대가능성 대신에 ‘상당성’을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은 가능하다.
우리 형법은 긴급피난 규정을 도입함에 있어서 기존의 일본 형법에서 규정
하고 있던 ‘필요성’을 ‘상당성’으로 바꿔서 규정하여 긴급피난 법리의 운영에
더 넓은 여지를 두고자 하였다. 긴급피난의 성질에 대해서는 당시 형법의 제
정에 참여하였던 엄상섭 의원은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았다. 비록 엄상섭 의원
의 글에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로 판단하고 있지만, 형법총칙 부분에
대해 김병로 의원이 입법을 자담하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상섭 의원의 견해
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2항과 제1항의 교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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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비추어 볼 때도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위법성조각사유만을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긴급피난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행위가 아님에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긴급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긴급상황 하에서 피난행위자
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타인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피난은 허용된다. 따라서 긴급피난의 정당성 근거로는 공동체의 연대라는
관점과 국가적 가치 재분배의 기능을 달성한다고 보는 연대성의 원칙이 타당
하다고 본다.
우리 형법에서의 상황은 법제도적으로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이 독일에서처
럼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구분해서 정해지지 않았으
므로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요건으로 ‘상당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위난에 책임없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은 위법성 조각사유 뿐만 아니라 책임조각사
유로서의 긴급피난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동조 제2항은 처음부터 위난
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이를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인
정하고자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를 긴급피난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새길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이는 오히려 정당
방위와 자구행위는 부정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유’의 해
석에 있어서 보다 덜 엄격해도 되는 반면, 긴급피난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보
다 더 엄격해야 하므로 상당한 이유의 해석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형법 제22조 1항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 속에는 이익교량과 기
대가능성 개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긴급피난의 본질과 현행 형법 제22조 제1항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 규정의 요건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의 긴급피난과 달리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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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일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법 제22조 입법과정에서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독일의 명문규정에서의 필요성 요건을 넘어서 상당성을 규정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르면 피난행
위는 유일한 방법일 필요는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수단을 선택함에서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익균형의 원칙을 판단함에는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하려는 이익간의 법정
형 비교, 법익의 가치 비교,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한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강제채혈의 사례의679)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형
량기준에 넣어 판단한다면 의사를 처벌하는데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광범
위한 이익형량 기준을 설정하면 수단의 적합성이라는 표지를 상당한 이유의
해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방어적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방위행위라는 측면에서
공격적 긴급피난에서의 요건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어적 긴급피
난에서는 이익비교에 있어서 피난행위자의 이익이 위난을 초래한 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월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특
별히 문제되는 자초위난과 과잉긴급피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과 달리 자초위난에 대해 직접 규정하는 규정은 없다.
고의범, 과실범을 불문하고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을 통해 자초위난을 제한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즉 자초위난을 처음부터 긴급피난으로 인정하는 것
이 아니다. 위난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초위난자는 일정한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성립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상당한 이유는 긴급피난의 적용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이러한 작
용은 이익형량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긴급피난
에 해당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긴급피난상황을 야기한 사람의 행위는
비록 본질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자초위난은 우월적인 이
679) 전술 1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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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지키려고 하였더라도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허용하면
법이 제3자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를 처벌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
이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우월성이 그대
로 인정된다. 하지만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아서 긴급피난이 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는 긴
급피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자초위난자가 형법 제22조
제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자초위난자는 원칙적으로 우월한 법익
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이는 형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
는 자들의 경우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취급하는 조문이라는데 기인한다.
과잉긴급피난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1조 제3
항의 해석이 중요하다. 과잉긴급피난행위자의 형을 감면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소ㆍ소멸설과 불법 및 책임감소ㆍ소멸설이 주장되고 있다. 과잉긴급피
난은 긴급피난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보통의 위법한 법익침해행위와 비교하여
결과불법이 감소된다. 그 뿐만 아니라 과잉긴급피난에서도 주관적 정당화요소
인 피난의사가 존재하므로 행위불법도 감소된다.
과잉긴급피난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수단을 선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렇게 하지 않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한 경우는 과잉긴급피난
이 아니다. 그 행위는 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
익침해를 최소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잉피난에 해당될 수 있다.
이익균형의 원칙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침해하는 이익이 보전하려는 이익보
다 큰 경우에는 과잉긴급피난이 아니라 처음부터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다.
긴급피난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위법한 위난야기자가
존재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을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할 필요는 없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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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본질에 반하는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본
래대로 위법한 위난야기자가 존재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전체 법질서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어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든지 간에 마땅히 모든 법영역에 통일적으
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별 및 그 성
립요건에 맞추어 민법 제761조 제1항의 정당방위와 제2항의 긴급피난을 해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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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Angemessenheit des Notstands im kStGB
Kim, Yeong Jung
Rechtswissenschaft
Dissertation
Staatliche Unversität zu Seoul

Gemäss de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kStGB) §22 steht, dass der Notstand
in der Notlage bei konstanten Fällen nicht nach der Vorschrift zu strafen ist. Im
Jahr 1953

nach der Verordnung des Strafgesetzbuchs gab es keinen Fall der vom

koreanischen Oberste Gerichtshof als Notstand freigesprochen wurde. Aber der
Notstand ist ein Recht vom Gesetzgeber zu denjenigen die in der Notlage in
Straftat kommen. Also ist es dem

Gericht notwendig den Notstand aktiv zu

überprüfen.
Die bisherige Forschung über Notstand wurde bisjetzt überwiegend über die
Eigenschaften des kStGB §22 gemacht aber dagegen war die Diskussion zur
‘Angemessenheit(Angemessenen Grund)’ relativ weniger. Im Gegensatz zu den
anderen Zeichen des Notstands war der ‘Angemessene Grund’ ein wichtiges
Bestimmungskriterium, ob jegliches Verhalten ein Notstand ist.
Im zweiten Kapitel wird der Hergang des Falls durch legislativ private
Betrachtung nachgeforscht, wie in unser Strafgesetzbuch die Notstand Vorschrift
eingeführt wurde. Zuerst wird das deutsche Strafgesetzbuch §54 vom Jahr 1871,
der Entwurf §67 vom Jahr 1909, der Gegenentwurf §26 vom Jahr 1911,der
Entwurf §22 vom Jahr 1919, der Entwurf §25 vom Jahr 1925, der Entwurf §25
vom Jahr 1927, der Entwurf §25 vom Jahr 1930 nach der Reihe durchgeschaut.
Danach wird der Notstand Vorschriftsinn im japanischen Strafgesetzbuch vom Jahr
1907 bis zum Strafgesetzbuchrevidierter Reserveentwurf §19 vom Jahr 1927,
revidierter

Strafgesetzbuch

§19

vom

- 1 -

Jahr

1931

betrachtet.

Das

Gegenseitigkeit-Zeichen im japanischen revidierter Strafgesetzbuch vom Jahr 1931
scheint wahrscheinlich aus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s der Notwehr.
Unser

Gesetzgeber,

'Angemessene

der

Grund'

diese

Zeichen

Vorschrift
genommen,

aufgenommen

hat,

hat

dass

der

Anwendung

es

bei

dieses

Geschmeidigkeit erhielte.
Im dritten Kapitel wird der Sinn der Haupteigenschaft und des Angemessenen
Grund der Notstand nachgeforscht. In einer Notstandslage wird durch den
Notstand-Mittäter, innerhalb einem wesentlichen überwiegt Falle gegenüber dem
anderem, dem der geschützte Gewinn veletzt wird, der Notstand erlaubt. Also ist
als gerechtigter Grund des Notstands in Hinsicht der Gemeinschaftssolidarität und
im Solidaritätsprinzip, dass die nationale Wert-Neuverteilung zu erreichen ist gültig.
In der Auslegung des kStGBs §22 Absatz 1 ist durch der Anforderung der
‘Angemessene Grund’ vorgeschrieben worden und im gleichem Kapitel Absatz 2
wird zu der ‘Person die nicht zur Notlage verantwortlich ist’ die Anwendung von
Absatz 1 ausgeschlossen. Also kann man es verstehen, dass im kStGB §22 Absatz
2, nicht nur der rechtfertigender Notstand, sondern auch der entschuldigende
Notstand vorgeschrieben worden ist.
Im vierten Kapitel wird der angemessene Grund für die Anforderungen erfasst.
Im

Gegensatz

zu

den

angemessenen

Grund

der

wesentlichen

Gründe,

als

Abwehraktion zu unrechten Eingriffen, die als Zweck des Selbstschutze erkannt
werden,

muss

beim

Notstand

der

Nachtrag

und

die

Überlegenheit

des

Schutzgewinne befriedigend werden. In erweiterem Sinne kann man nach dem
Interessenabwägungsprinzip die Angemessenheit Massregel inden Bestimmungsnorm
zur Interessenabwägung einziehen. Demjenigen, dem die Notlage verursacht, muss
im Notstand stehenden verteidigem Notstand-Falle von den angemessenen Grunde
der Interessenabwägungsprinzip besänftigt interpretiert werden.
Im

fünften

Kapitel

wird

basierden

auf

den

obrigen

Meinungen

im

Zusammenhang des angemessenen Grund des Notstande die besonders betreffende
Selbstnotlage und Notstandsexzess betrachtet. In unserem Strafgesetzbuch ist
gegenüber

dem

deutschem

Strafgesetzbuch

die

Selbstnotlage

nicht

direkt

vorgeschrieben worden. Weil der Selbstnotliegende zur Notlage zuständigen Gr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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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 wird er bestimmt verpflichtet. Daher muss

die Entstehung des Notstande

begrenzt werden. Diesbezüglich beschränkt der angemessene Grund die Anwendung
des

Notstande.

Besonders

zeigt

sich

diese

Wirkung

konkret

bei

der

Ausgleichsanordnung(balance of interests). Andererseits wird, gemäss kStGB §22
Absatz 2, zu denjenigen vorgeschrieben, die zu der Notlage die Verantwortung
nicht vermeiden können, dass die Vorschrift des Notstande nicht anzuwenden ist.
Unter denen können Personen einbeziehen werden, die bei deren Erfüllung der
Aufgaben natürlicherweise mehr die Duldungspflicht als normale Personen haben
sein, aber auch Personen, die dieser Notlage selbstverschuldet sind. Also kann man
sehen das derjenige, der seinem Grund verantwortlich ist und der Notlage
selbstverschuldet ist, die Gefahr mit sich genommen hat.
Im

sechsten

koreanischen

Kapitel

wird

Bürgerlichen

über

das

Problem mit

Gesetzbuch(kBGB)

der

geregelter

Interpretation

der

Notstandvorschrift

diskutiert. Im kBGB wird zu der Notstandvorschrift im Gegensatz zu dem
'Angemessene Grund' im kStGB als 'unvermeidbare' Anforderung basiert. Im
Strafgesetzbuch und kBGB wird der Notstand in unterschiedlichen Interpretationen
eingesetzt. Deshalb wird der Hergang der Einführung vom Notstand im kBGB und
die Interpretation hauptsächlich under Deutschland und Japan betrachtet. Weil die
Rechtfertigungsgründe aus der Sicht der gesamten Rechtsordnung anerkannt wird,
muss es, trotz es von einer Einzelzuordnung vorgeschrieben seie, einheitlich für
alle gesetzliche Bereichen angewendet werden. Daher bin ich der Meinung, dass
die

Interpretation

über

den

Notstand

im

Strafgesetzbuch

und

Bürgerlichen

Gesetzbuch streng durchgeführt werden muss.

Schalgwörter:
verschuldete

Notstand,

rechtfertigende

Rechtfertigungsgrund,
Notstand,

Entschuldigungsgrund,

Notstandsexzess,

angemessene

Solidaritätspflicht, Prinzip der Subsidiarität, Interessenabwägungs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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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Gr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