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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논문〉

독일에 있어서 책임론의 새로운 전개*

베른트 쉬네만(Bernd Schünemann)
**

申 東 雲***
 譯

1)

Ⅰ. 책임과 의사자유

1. 나는 이제 하나의 오래된 테마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테마는 적어도 2

백 년간 형법학의 중심 테마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만, 현재 독일에서는 약 
20여 년 이래 이 테마에 대한 논의가 일종의 체념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해결

책이 없다고 선언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에게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행위를 비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법상 

책임의 근거는 분명히 달리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의사자유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법칙에 의하여 결정되고 
필연성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상(事象)에 대하여 법적인 비난이나 윤리적 비난

을 가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에는 20여 년 이래 소위 사회적 책임개념(der 

soziale Schuldbegriff)이라는 견해가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책임개

념론은 개개인이 과연 달리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의식적으로 배

제하고 책임판단의 문제를 행위자에게 “규범적으로 말귀가 통하는가(normativ 
ansprechbar)” 하는 점을 확정하는 문제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이 경우 행위자에

게 “규범적으로 말귀가 통한다” 함은 행위자가 일반적인 경우처럼 규범에 의

하여 동기설정이 가능하며, 평균인이라면 그가 처한 상황에서 행위로 나아가

* 본고는 2001년 9월 1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한 쉬네만 교수의 강연문
을 번역한 것이다.
** 法學博士, 독일 뮌헨 大學校 正敎授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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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1)

사회적 책임개념론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에게 과연 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

이 있었는가 하는 존재론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평균인이 그러한 법익침해행위를 하 다면 과연 그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행위의 회피가능성에 관한 존재론적 문제를 대체해 버립

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이란 특히 귄터 야콥스(Günther Jakobs)가 힘주어 말한 
것처럼 존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2) 현재 

독일에서는 목적적 행위론에 대한 반발 및 목적적 행위론자들이 강조한 사물

논리적 구조론에 대한 반발로서 규범주의가 크게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

적 책임개념론은 이와 같은 규범주의적 성질을 특히 강하게 나타내는 견해라

고 할 수 있습니다.3)

나 자신도 1984년에 출간한 “근대형법체계의 기본문제”라는 책의 서론에서 
형법의 이론체계를 다시 규범화하여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

니다.4) 그렇지만 나는 그릇된 결론을 제시할 정도로 규범주의가 과도하게 되

거나 일체의 존재론적 근거를 포기하는 데에는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책임개념론을 소재로 삼아 규범주의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예를 들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개념론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책임을 존

재론적 근거가 없는 것, 그 자체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책임은 완전히 공허한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이 책임개념은 형벌의 정당

화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며 오히려 순환논법에 

의하여 문제를 오리무중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사회적 책임개념론 속에는 자

유의 의제(擬制)(Fiktion der Freiheit)라는 생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때 자유

의 의제란 이것저것 더 따지지 말고 일단 의사자유가 있는 것으로 전제해 두

자라고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1) Vgl. vorerst nur Jescheck/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AT, 5. Aufl., 
1996, § 37 I m. w. N. in Fn. 11.

2) Jakobs, Schuld und Prävention, 1976, S.17; DERS., Strafrecht AT, 2. Aufl., 
1991, 6/20ff., 31ff.

3) Vgl. SCHÜNEMANN, in: Festschrift für Rudolf Schmitt, 1992, S.117ff., mit 
zahlreichen Nachweisen, sowie in: Festschrift für Roxin, 2001, S.12ff.

4) SCHÜNEMANN (Hrsg.), Grundfragen des modernen Strafrechtssystems, 1984, 
S.1, 4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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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개념론에 깃들어 있는 자유의 의제라는 생각은 클라우스 록신

(Claus Roxin)이 제시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그 타당성이 긍정되지 않습니다. 

록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법에 대한 대안으로 보안처분법을 생각할 

수 있다. 보안처분법은 특별예방을 지향하고 있다. 일단 자유의 의제를 인정할 

때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보안처분법에 의할 경우에 비하여 범죄혐의자가 보다 

나은 지위에 놓일 수 있다.｣5) 보안처분은 특별예방을 지향합니다.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는 행위자에게 장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점에 전적으

로 좌우됩니다. 이에 대하여 형벌은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기회범의 경

우에도 당연히 부과됩니다. 정당성의 문제를 논하여야 하는 것은 현행 독일법

입니다. 현행 독일법은 일부 역에 있어서 명백히 특별예방에 입각한 보안처

분법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도에서 현행법은 당사자에게 유

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이상에서 말한 바가 옳다고 한다면 현행 독일형법의 성패는 인간의 의사

자유를 근거지울 수 있는가, 즉 비결정론에 대한 입론(立論)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의사자유의 문제는 정신과학, 사회과

학, 자연과학의 제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학문분야에서 거의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에 의하면 의사자유는 입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는 본인의 강연문 가운데 의사자유의 문제를 다루는 이 대목에서 인간에게 

의사자유가 있다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이를 다음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입론해 

보고자 합니다.

형법의 입장에서 볼 때 의사자유는 언어로써 구성되는 사회적 실재(實在)의 

한 부분으로서 선재(先在)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이 사회적 실재와 관련을 맺

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법은 이 사회적 실재의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의사자유란 결코 단순한 의제가 아닙니다. 의사자유는 사회적 

실재(實在)의 일부로서 사회적 실재가 현실적인 것만큼이나 현실적입니다. 그

리고 의사자유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

성된 진화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율에 따라서 사물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사의 자유로운 형성이라는 것이 인과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

는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물리학, 생물학, 두뇌심

5) ROXIN, MschrKrim 1973, 316, 320; DERS., SchwZStr 104 (1987), 356, 372.



申 東 雲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 465∼486468

리학, 심리학 등과 같은 일련의 경험과학들이 제시하는 최근의 인식수준에 의

하더라도 인간의 행동을 규명함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이 아직도 널리 인정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기귀속(Selbstzuschreibung)이라는 작용을 분석해 보면 

의사자유가 비록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의사자유는 어느 정도 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실재는 주
관적으로 파악된 의미들에 의하여 구성됩니다.6) 이 주관적 의미는 사회적 연

관성을 가진 모든 행위, 그리고 특히 언어적인 의사소통 행위의 경우에 그 모

습을 뚜렷이 나타냅니다. 사회적 의미체계의 전체체계에 개개인을 단계적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가리켜서 사회화(Sozialisation)라고 합니다. 이 사회화 과정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또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

는 것이 언어입니다.7)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실재(實在)에 관한 관념, 즉 현실에 대한 파악8)

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실재의 구성인자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유의 체험은 사회적 현실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주관적인 자유체험은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교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관적 

자유체험이 재생산되고 타인에게 적용된다는 말은 이 주관적 자유체험이 자신

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이용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때 

그 전제로 설정된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 상호간에 의사자유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됩니다. 이

러한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이치로 여겨지는가 하는 점은 사회적 교섭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난과 변명”의 과정을 분석해 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사

람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비난을 가할 때 그 사람은 언제나 비난을 받는 상대

방이 인식(Wissen)과 의지(Willen)를 내세워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은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 없음을 밝히기 위

하여 자유롭지 못하 음을 내세운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 그 사람은 구체적

6) Berger/Luckmann, Die gesellschaftliche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1970, S.18.
7) Berger/Luckmann, ebenda, S.144.
8) Kommunikative Sozialforschung, Arbeitsgruppe Bielefelder Soziologen (Hrsg.), 

1976, S.9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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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극히 예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부자유하 다는 점을 밝

히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비난받는 사람이 문제의 부자유가 자기 자

신에게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폴프강 쉴트(Wolfgang Schild)가 

표현한 것처럼 생활의 모든 역에서 스스로를 돼지 같은 존재라고 낙인찍는 

일이 될 것입니다.9)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서로 의사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사

회적 실재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며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기본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상호간에 의사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의 문화를 

유지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은 

비단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성은 우리의 언어구조의 이면을 분석해 보면 보다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의 언어적 특성과 특히 그 언어의 문법구조는 일정한 세
계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10) 이러한 연고로 적어도 인도게르만 어족에 속하

는 언어군의 경우에는 그 언어의 기초적 문법형식에서 세계관의 기본이해로 

파악되는 의사자유의 의미를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게르만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의 문장구조를 보면 행위의 주체, 행위를 받는 객체, 문

장형식에 있어서 능동태, 수동태, 행위주체에 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1인칭, 

자기에 대한 상대방으로서의 2인칭, 두 사람의 교섭관계에 직접 관여하지 아
니하는 제3자로서의 3인칭 등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언어의 구조적 특성들

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가 뚜렷이 부각되는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리고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언어구조가 사회에서 의사소통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를 특이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미 생활언어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생
활언어의 특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말할 수 

9) Schild, in: Bryde/Hoffmann-Riem (Hrsg.), Rechtsproduktion und Rechtsbewußt-
sein, 1988, S.195, 211.

10) Vgl. dazu die Arbeiten von W. von Humboldt, Gesammelte Werke in Ⅶ     
Bänden, 1991; insbes. DERS., Über die Sprache - Reden vor der Akademie, 1994; 
DERS.,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ß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1998; Sapir,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ach, 1955; DERS., The Psychology of Culture, 1994; 
Whorf,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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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르프(Whorf)와 그 

밖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인디안 부족의 방언들과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비

교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이 인디안 부족들의 방언에는 주어와 술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해 인디안 부족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즉 인간도 넓은 범위에서 자연의 필연성 속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드

러나고 있습니다.11)

나는 이상에서 발견한 바로부터 법과 의사자유의 관계에 관한 결정적인 추

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법은 분명히 문화의 소산입니다. 그래

서 법은 사회적으로 생성된 실재(實在)의 한 부분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어느 

사회 내에 구축되어 있는 사회적 교섭관계의 기본조건들을 전제로 하면서 그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어구조는 다시금 가장 심층적이며 가장 
변경하기 어려운 기본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법 자체를 

형성하는 언어구조가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 구조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은 곧바로 법적 언어를 결정론에 입각한 

언어유희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결정론적인 

언어유희를 통하여 우리들이 사회화 과정을 밟아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약간이나마 그 느낌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관념의 유희를 하면서 1인칭, 2인칭, 3인

칭, 주어, 술어, 목적어, 능동태, 수동태 등의 범주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해 봅시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가능하다면 법의 

역에서도 그 때까지 사회적 실재로부터 필연적으로 대두되어 온 의사자유라는 

근본토대를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사자유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문화를 그 정도로까지 뒤엎어야 한다고 요

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법의 세계에 있어서 의사자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는 지금까지 내려온 생활양식에 대하여 자신의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추론들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려는 진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바로 의

사자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

11) Whorf, ebenda (F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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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결정론 신봉자들과 그의 최종적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적 책임개념의 주

장자들은 형법의 역에 있어서 또 다른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경고적 일반예방(Andro-

hungsprävention)과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개개의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달리 행동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12) 경고적 일반예방이란 형벌이라는 경고를 가함으로써 행

위자로 하여금 법에 충실한 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구상을 말합니다. 그런

데 만일 이들이 주장한 바대로 타행위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다면 경고적 일

반예방이라는 구상은 아주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만일 행위자에게 아무런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형벌이 가해지리라는 경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

죄행위를 그만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벌을 과할 아무런 근거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동기가 너무나 강력하여 형벌이 

가해지리라는 경고가 도대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벌이 가해지리라는 경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반도 남해안을 강타하는 태풍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겠다고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론에 입각한 범죄론체계에 의할 때 형벌을 과하겠다는 

경고는 일단 범죄행위가 일어나 버리면 무의미해집니다. 이처럼 형벌을 과하

겠다는 경고가 어차피 목적을 상실한 것이 된다면 범죄행위에 뒤이어 행해지

는 형벌부과도 마치 태풍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

니다. 이 때문에 경고적 일반예방이라는 구상은 그 전체구상이 비결정론에 입

각한 범죄론체계 내에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회적 책임개념론
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형법의 예방적 기초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

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사회적 책임개념론은 일반예방과의 관

12) Grundlegend Nowakowski, SchwZStr. 65, S.301; DERS., Festschrift für Rittler, 
S.55ff.; Jescheck/Weigend, (Fn. 1), § 37 I; Jescheck, JBl. 1998, 609ff.; Roxin, Strafrecht 
AT, Teil 1, 3. Aufl. 1997, § 19 Rn. 20ff.; weitere Nachweise bei Schünemann, in: 
Hirsch/Weigend (Hrsg.),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in Japan und Deutschland, 1989, 
S.151ff.; SCHÜNEMANN und Achenbach in: Schünemann (Hrsg.), Grundfragen des 
modernen Strafrechtssystems, 1984, S.135ff., 16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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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에 있어서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Ⅱ. 고전적 책임사상이 제시하는 세 가지 추론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 의할 때 형법에 있어서 고전적 책임사상으로부터 벗

어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형법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상황에서 평균적

인 인간들이 달리 행위할 수 있었는가 하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됩

니다. 이 전제를 유지한다면 고전적 책임사상이 제시하는 두 가지 추론이 어

렵지 않게 도출됩니다. 이 두 가지 추론이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인정

하는 것과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세 

번째의 추론으로 응보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보의 

필요성이라는 추론은 결코 고전적 책임사상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응보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1. 어떤 사람이 달리 행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행위를 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사람들은 그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비난받을 만

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을 할 때 그 말은 분석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분석

적 성격을 갖는다 함은 그 말이 그 전제가 되는 것들 속에 이미 암묵적으로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형법이론학의 역에서는 비난가능성

(Vorwerfbarkeit)이라는 관념이 논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난가능성의 개념을 

그보다 훨씬 덜 무겁게 느껴지는 개념, 즉 형법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das 

strafrechtliche Einstehenmüssen)는 구상으로 대체하려는 이론구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비난가능성에 대한 논의나 비난가능성을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한 이론구성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이론적 시도들은 바로 이 때문에 입론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하쎄머(Hassemer)가 수차에 걸쳐서 제기한 바, “비난 없

는 형벌(Strafe ohne Vorwurf)”13)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비난 없는 형벌이라는 하쎄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비난은 그 전제로서 무엇보다도 규범복종자가 규범요청에 따를 수 있었음에도 

13) Hassemer,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2. Aufl., 1990, S.24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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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규범을 준수하지 아니하 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난을 부정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자유의 관념을 부인하는 것이 됩

니다. 입법자와 시민 사이에는 공통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규범에 충실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인식입니

다. 만일 비난을 포기하고 그에 따라 자유의 관념을 포기한다면 공통의 인식

에 근거하여 발하는 입법자의 경고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잘
했을 때 이를 인정해 주는 것과 잘못했을 때 이를 꾸짖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조종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동기구가 됩니다. 만일 우리

가 신상필벌이라는 작동기구를 포기한다면 수천 년 이래 확립되어 온 문화화

의 학습과정과 규범내면화의 학습과정은 파괴될 것이며 급기야 우리의 문명으

로부터 생명줄을 절단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비난 없는 형벌을 인정한다고 가정할 때 비난 없는 형벌을 받

는 상대방에 대하여 “비난 없는 형벌”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난이란 남용된 자유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

난이라는 말은 당사자에게 그가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을 당

사자에게 겪도록 한다는 것, 즉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겔의 격정적인 표현을 빌려오자면 당사자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이성적인 존재로 명예를 되찾게 됩니다.14) 만일에 이러한 정당화 작업이 포기

된다면 이제는 단지 특별예방의 필요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예방

의 필요성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예방은 문제가 많습니다. 형벌이 가져오

는 침해의 강도는 매우 큽니다. 이에 비하여 오늘날 사용가능한 장래예측의 

방법은 그 정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특별예방은 행형과정에 있어서 대
부분의 수형자들에게 악명 높은 반사회화의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세상과 유리된 관념논자들이나 세상을 비웃는 냉소적인 사람들 

외에는 이제 특별예방의 필요성을 형집행의 모든 역에서 정당화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3. 지금까지 책임사상에서 도출되는 세 가지 추론 가운데 행위에 대한 비난

14)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2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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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형벌의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추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고전

적 관점에서 책임을 이해할 때 거론되는 세 번째의 추론은 응보의 필요성입니

다. 앞의 두 가지 추론의 경우와는 반대로 응보의 필요성이라는 세 번째의 추

론에 대해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응

보의 필요성이라는 세 번째의 추론은 전혀 입론이 되지 아니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번째의 추론 속에 과거의 책임형법이 학문적 권위를 잃고 

락하게 된 본래의 계기가 있습니다. 고전적 책임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격렬한 비판들은 거의 전부가 간헐적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응보사상

의 흐름에 자극 받아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칸트와 헤겔을 재해석함으로써 절대적 형벌이론에 새로운 생명

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가 독일어권의 학계에서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하 습

니다.15) 유감스럽게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러한 시도들
을 상세히 검토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도 별반 나은 결론

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경

우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비난(Vorwurf)으로부터 기껏해야 원상회복의 필요성

이나 행위자의 개선 등을 끌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순전히 파괴만을 가져오

는 응보를 비난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응보란 그 뿌리가 복

수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설사 속죄라는 시각에서 응보를 파악하더라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속죄”를 단순한 원상회복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속죄는 자기보복, 즉 행위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행하는 복수가 주된 내용

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4. 이 때문에 나는 고전적인 책임개념으로부터 응보사상을 제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보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 특히 예방적 고려하
에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형벌

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응보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하여 이를 양심에 걸리는 일

이라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되먹지 않은 형이상학이라는 비판이 

오더라도 그 비판의 타당성을 인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응보를 제외한 

이러한 책임개념은 전체적으로 존재론적인 소여(所與)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

15) Näher dazu SCHÜNEMANN, in: Festschrift für Lüderss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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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성은 올바른 것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존재론적인 

소여는 이미 앞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형법에 선재(先在)하고 있는 사회적 

실재의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자유의 범주를 가리켜서 예컨대 오로지 대화를 통하여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자유를 행

동을 결정하는 개별적 주체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대화에 의하여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하프트(Haft),16) 

쉴트(Schild)17)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들

의 주장에 의하면 책임의 확정이란 대화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문제를 다루면서 뒤

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책임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만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책임개념을 좀더 상론한 후에 
실무상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하는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의 한계설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독일 형법 제20조의 분석과 관련

하여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책임과 예방의 관계에 관하여

1. 독일 형법이론학의 발전과정

a) 고전적 책임개념은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고전적 책임개념이 응보이론에서 

연원한 것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결합설(Vereinigungstheorie)은 책임형

법에 형사정책적 유용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하 습니다(“정당한 응보를 통한 

일반예방”).18) 그러나 결합설은 책임개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아니하 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임개념은 형법의 핵심으로서 계속하여 형사정

책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19)

16) Haft, Der Schulddialog, 1978; DER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8. Aufl., 
1998, S.129.

17) Schild, Schuld und Unfreiheit, 1996; DERS., Alternativ-Kommentar zum StGB 
(AK-StGB), §§ 20, 21, Rn. 52ff.

18) Roxin, Strafrecht AT (Fn. 12), § 3 Rn. 3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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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록신은 형법체계와 형사정책을 결합할 것을 주장하 습니다. 이 과정에서 

록신은 범죄론체계상 “책임”의 단계에 예방적 관점들을 추가하 습니다. 그렇

지만 록신의 시도는 고전적 책임개념에 입각한 기존의 논의상황에 대하여 결

정적인 변화를 아무 것도 이끌어내지 못하 습니다. 록신에게 있어서 책임주

의는 정당화기능을 담당하는 원칙입니다. 록신의 관심사는 이러한 책임주의원

칙을 한층 더 해체하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히려 정반대
의 곳에 있습니다. 즉 비난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것과 병행하여 예방형법적 

요소들을 형법체계 내에 도입하여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방형법적 

요소들이란 형사정책에 근거를 둔 가벌성의 여러 요소들을 말합니다.20)

c) 이상의 한계점 때문에 책임개념의 전면적 부정은 야콥스(Jakobs)에 의하

여 비로소 시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콥스는 책임개념의 내용은 일반
예방이라는 목적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서 그는 인격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보

아 의미 있다고 판단될 때 외부에서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21) 그에 따르면 책임능력은 단순히 외부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야콥스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신하여 예컨대 행위자를 치료하는 등 별도의 갈등

관계 해소방안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외부에서 행하는 책임능력의 부여를 포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22) 이렇게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야콥스는 일상적으로 

이해되는 책임사상에 대하여 일체의 연결점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는 개개

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있었는가를 전혀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책

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개개인이 전혀 향을 미칠 수 없는 주변사정에 의

하여 좌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상에 따른다면 예컨대 성범죄자에 대

하여 어느 정도의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범죄인의 유책성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콥스는 최근에 “‘회피가능성’이라

는 이름을 가진 전(前)사회적 (즉 존재론적인) 책임요소란 존재하지 않는다”23)

19) Roxin (Fn. 12), § 3 Rn. 44ff., insbes. Rn. 48ff.
20) Roxin, Kriminalpolitik und Strafrechtssystem, 2. Aufl., 1973, S.15f.; DERS., 

Strafrecht AT, § 3 Rn. 37ff.
21) Jakobs, Schuld und Prävention, 1976, S.17.
22) Jakobs (Fn. 21), S.10f.
23) Jakobs, Das Schuldprinzip, 1993,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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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공언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비판

그의 이론을 비판함에 있어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결정적인 것이라고 여

겨지는 세 가지 관점만을 추려내려고 합니다. 책임개념을 예방의 관념 속에 

완전히 흡수해 버리게 되면 책임개념은 일체의 정당성 부여기능과 한계설정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책임개념은 전혀 필요치 
않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

니다. 왜냐하면 야콥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책임과 일반예방의 동일성이라

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미

국법에서 볼 수 있는 엄격책임론(Doktrin der strict liability)의 경우에 확실하

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법상의 엄격책임론이란 책임이 없어도 일반예방

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이론입니다.
다음으로 야콥스는 다음의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책임

을 부여하는 과정을 보면 책임의 부여는 발생한 결과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정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정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즉 책임귀속은 출력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력지향적으

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중증 정신병자들의 경우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중증의 정신병자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치료
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중증의 정신병자들에 대해서

는 사회일반인들의 관념에 있어서나 형사재판의 실무에 있어서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정도가 약하고 치료가 가능한 심리적 

장애의 경우에는 책임의 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24)

끝으로 간과해서는 아니될 사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통용되

는 전통적 인식에 따르면 책임주의는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원칙으로서 헌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25)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책임주의는 사회공학적 

24) Zu dieser Differenzierung vgl. Roxin, Strafrecht AT, § 20 Rn. 23ff.; Jescheck/ 
Weigend (Fn. 1), § 40 Ⅲ 2 d.

25) BVerfGE 20, 323; 23, 127; 45, 187; 86, 288, 310ff. (st. Rspr.); grundlegend 
auch BGHSt 2, 194ff.; vgl. ferner TIEDEMANN, Verfassungsrecht und Strafrecht, 1991, 
S.38, 66f.; FRISTER, Schuldprinzip, Verbot der Verdachtsstrafe und Unschuldsvermutung 
als materielle Grundprinzipien des Strafrechts, 1986; KÖHLER, Strafrecht. Allgem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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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eine sozialtechnologische Theorie)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책임주의

는 평균적인 판단의 자유, 평균적인 예견가능성, 평균적인 회피가능성이라는 

생각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책임주의는 통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미의 

요체를 뚜렷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콥스의 생각은 전통적인 책임주의에 

대하여 의미론적인 연결점을 완전히 단절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야콥스의 구상은 헌법이 설정해 놓은 형법의 한계점을 벗어나는 것이라

고 하겠습니다.26)

Ⅳ. 이원적 형법체계에 대하여 책임사상이 가지는 의미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근본문제로서 나는 책임사상이 형사사법제도 전

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형벌과 보안처분이

라는 이원적 체제27)를 도입한 이래 독일의 형사사법기관들은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동원하여 법익보호의 임무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에 국가가 유책하지 아니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보

안처분을 부과하는 쪽으로 우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주의원칙이 발휘하

는 정당화의 기능과 한계설정의 기능에 크게 저촉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비교적 넓게 퍼진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만,28) 형벌의 경우에 책임주의가 담

당하는 정당화의 기능은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안처분이
라고 하여 책임주의가 담당하는 정당화의 기능을 독일 형법 제62조에 명시되

어 있는 비례의 원칙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처분을 할 때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야기될 유용한 결과와 해로운 결과를 놓

고 합목적적으로 교량(較量)을 해야 합니다. 이미 공리주의적 윤리관이 가르쳐 

왔던 것처럼 비례의 원칙은 이러한 합목적적 교량행위의 당연한 구성요소입니

Teil, 1997, S.79, 373f.; NAUCKE, Strafrecht. Eine Einführung, 9. Aufl. 2000, § 2 Rn. 
95.

26) Dazu eingehend SCHÜNEMANN, in: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Fn. 12), 
S.158f.; DERS., in: Grundfragen (Fn. 12), S.168ff.; zum methodologischen Problem 
DERS., in: Festschrift für Roxin, 2001, S.1, 13ff.; STÜBINGER, KJ 1993, 33ff.

27) Vgl. dazu Jescheck/Weigend (Fn. 1), § 9 I; Roxin, Strafrecht AT, § 1 Rn. 2ff.; 
STRENG, Strafrechtliche Sanktionen, 1991, S.118ff.

28) Vgl. Schönke/Schröder/Stree, StGB, 26. Aufl. 2001, Rn. 12 vor § 16; Roxin, 
Strafrecht AT, § 3 Rn. 58ff.; Zipf, JuS 197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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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문에 비례의 원칙은 처음부터 책임주의의 충분한 대체물이 될 수 없

습니다.

이전에 하쎄머(Hassemer)와 엘샤이드(Ellscheid)29)는 책임형법을 해체하고 비

례의 원칙에 근거한 보안처분법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더 인도적인 구상이라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이 책임주의의 충분한 대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하쎄머와 엘샤이드의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규범적 

이유들을 내세워서 책임형법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

기에서 이러한 공세가 인식의 실제적 관점을 고려하여 보다 더 명확한 해결책

에 이르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지만 설사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된다고 

하여도 책임형법에 대한 공세는 물리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가

정은 또한 전혀 현실화될 수도 없습니다. 책임형법에 있어서는 과연 자유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안처분법에서는 장래예측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장래예측은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장래예측의 불확실성 문제는 개개의 구체적 사건 전반에 걸쳐서 제

기되고 있습니다.30) 이에 대하여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을 구별할 때에는 상

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한계 역에서만 유사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따라서 책임형법을 지지하는 결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입니다. 책임형법으로

의 결단은 나아가 보안처분의 역에 있어서도 엄격한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채용하고 있는 이원주의적 형법체제하에서는 보안

29) Ellscheid/Hassemer, Strafe ohne Vorwurf, Civitas ― Jahrbuch für Sozialwissen-
schaften, T. 9, 1970, S.27ff., auch in: Lüderssen/Sack (Hrsg.), Seminar Abweichendes 
Verhalten Ⅱ 1, 1975, S.266ff.

30) Dazu näher NOWAKOWSKI in: v. Weber-Festschrift, 1963, S.98ff.; DÖLLING 
(Hrsg.), Die Täterindividualprognose, 1995; FRISCH, Prognoseentscheidungen im 
Strafrecht, 1983; SCHUMANN, KJ 1995, S.88ff.; DERS. und RASCH, in: Frisch/Vogt 
(Hrsg.), Prognoseentscheidungen in der strafrechtlichen Praxis, 1994, S.17ff., 31ff.; 
VOLCKART, Praxis der Kriminalprognose: Methodologie und Rechtsanwendung, 1997; 
FABRICIUS und SICILIANO, in: Institut für Kriminalwissenschaften und Rechtsphilo-
sophie Frankfurt a.M. (Hrsg.), Irrwege der Strafgesetzgebung, 1999, S.310, 326, 363ff.; 
KÖHLER (Fn. 25), S.41, 58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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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역이 책임주의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임형

법에의 결단은 보안처분의 역에서도 암묵적으로 엄격한 정당성의 확립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는 일찍이 “법익긴급피

난”31)이라는 공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법익긴급피난의 공식이란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 사이에 현저한 우열의 차이가 인정될 때에만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주장입니다. 현저한 우열차이의 예로 사소한 재산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요청을 들 수 있습니다. 재산적 법익이

라는 사소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책임형법이 달성한 것이 도

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비판이 요즈음 유행처럼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책임

형법으로의 결단은 이러한 비판이 근거 없는 오해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뚜렷

이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Ⅴ.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의 경계선

의사자유는 사회적 실재의 형성체 속에서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미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만, 책임무능력의 문제를 설명함에 있

어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의사자유가 사회적 실재의 역 속에

서 확인된다고 하여 그 말이 일상언어의 구조와 사회적 현실인식 속에 곧바로 

책임조각을 위한 구체적 요건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

지만 일상언어의 구조와 사회적 현실인식이 책임조각사유들의 기본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언어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자유와 다른 사람의 의사자유에 대

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사소통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그의 자유를 일정한 형태로 사용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
은 언어생활에 있어서 의사자유가 위치하는 곳은 우리의 오성(悟性)입니다. 이 

오성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며, 감성적으로 인지한 충동적 욕구를 제

어하는 곳이며, 보다 나은 통찰에 근거한 행동을 행하려고 할 때 필요한 판단

31) Schünemann, Unternehmenskriminalität und Strafrecht, 1979, S.235ff.; vgl. auch 
DENS. in: Schünemann/Suárez González (Hrsg.), Bausteine des europäischen Wirt-
schaftsstrafrechts, 1994, S.265,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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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가 의문의 여지없이 책임무능력이 인정되는 첫 번째 사례군을 이룹니다. 

이 첫 번째의 사례군을 독일 입법자는 정신병, 정신박약, 소년기의 미성숙 등

의 사유로 세분화해 놓고 있습니다(독일형법 제20조, 독일소년법 제1조, 제3

조).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구체적인 사안들의 경우에 이러한 사유의 존부를 분

석하고 기술하여 법적인 한계설정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군의 경우에는 지적 능력의 결

함이나 행동결정의 장애가 지속적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책임무능력의 두 번째 사례군은 어느 사람이 이미 지적 활동을 한 일이 있

거나 아직도 지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

례군은 이러한 지적 활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동기형성

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적인 인식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 인식이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지적 능력의 결함 내지 미성숙이라는 장애가 지속적 성질을 띠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 두 번째의 사례군은 별다른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차원에 위치하는 것으로 의식장애가 있습니다. 의식장애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결함이 예컨대 약물중독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만 

일어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례군들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문제된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정은 

“미쳤군”이라고 하거나 “저 친구 정신 나갔군”이라고 하는 격렬한 일상언어의 

표현 가운데 이미 선재(先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에 대하여 정신의학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정 한 학문적 성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심

리학 전문가들도 정신의학의 이러한 학문적 성과에 대하여 “단단한” 경험적 
기초, 즉 자연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리적 장애상태의 역에서는 사정이 달라져 보입니다. 이 경

우에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합니다. 또한 이러

한 경우를 심리학을 동원하여 하나의 사례군으로 묶을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이 역에 대하여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지금까지 개별사안적인 해결방법으로 

문제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할 때 개개의 감정의견에는 감정



申 東 雲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 465∼486482

인 각자의 직업적 경험에 입각한, 고집스러운 편견이 개입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별적 해결방법 때문에 사람들의 건전한 오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초래되고는 합니다. 개별적 해결방안은 아직 인간오성의 무력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군에 대하여 책임형법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일은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상황이 특별예방의 관점에 서서 책임형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할 정도로 비판의 무기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재사

회화의 작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중증의 신경쇠약환자(Neurose)를 과연 

치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신병자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Psycose-Gleichheit)” 하

는 동등성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중증의 신경쇠약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는가 하
는 판단은 정신병자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에 비하여 결코 뒤

지지 않을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책임형법과 사회치료라는 이중의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이 이중의 딜레마는 솔직하게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 딜레마에 대하여는 독일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중한 정신변

성(精神變性)이라는 제한된 범위의 사례군을 인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균열을 남

기면서 전체체계 내에 이를 수용하는 방법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입법자는 이러한 작업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하 습니다. 독일

의 입법자는 이 사례군에 대하여 실제상 자주 쓰이는 한정책임능력이라는 범

주를 독일 형법 제21조 및 제63조에서 설정하고 이 범주에 이중적인 성격을 

부여하 습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존속시키면서(단순

히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뿐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병원에의 수용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행위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행위자로부터 

현저하게 위법한 행위가 예상되고 이 때문에 행위자가 일반인들에게 위험하

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메랑 효과” 덕분에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사실로부터 결코 법익보호에 부담되는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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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법형상(法形象)은 그 기본구조의 측면

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운용의 결과면에서도 최근 독일에 있어서 책임과 관련한 

개별쟁점으로서는 가장 많이 논의되는 테마로 부각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

에 의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장차 수행할 구성요건실현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능력을 배제하는 행위로 파악되었습니

다. 이러한 견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간접정범이 책임 없는 도

구를 이용하여 행위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노이만(Neumann)이 표현 바에 따라서 현재 “구성요건 모델”32)이

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사실 “간접정범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더 분명

할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예외모델”이 등장하면서 “구성요건 

모델”은 다소 수세에 몰리는 형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모델”은 
구성요건실현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요청을 포기하는 이론구성입니다. 예외

모델은 흐루시카(Hruschka)33)와 노이만34)에 의하여 그 논거가 상세히 제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성요건 모델”에 대한 이들의 비판이 극단화하여 원

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법형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반대의 결론

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35)

2. 전통적 시각에 입각한 사람들은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책임능력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행위하는 간접정범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봅니

다. 새로운 이론구성을 취하는 사람들은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와 간접정범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통하여 고의의 원

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규범적 지지대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그

렇지만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이만은 다음과 같이 그의 이론을 구성합니다. ｢간접정범의 경우에 행위자

32) Neumann, Zurechnung und “Vorverschulden,” 1985, S.24ff.
33) Hruschka, JuS 1968, 554; DERS., Festschrift für Bockelmann, 1979, S.421; 

DERS., Strafrecht nach logisch-analytischer Methode, 2. Aufl. 1988, S.343ff.; DERS., 
JZ 1989, 310; neuerdings aber selbstkrit. DERS., JZ 1996, 64.

34) Neumann (Fn. 32), S.269ff.; DERS., ZStW 99 (1987), 567ff.
35) Eingehend HETTINGER, Die “actio libera in causa,”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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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태의 진행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에 반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

위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사태의 진행에서 손을 떼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직

접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이지 단순히 맹목적인 인과

관계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술에 만취한 사람도 맨 정신 상태하에서 세

워두었던 계획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36)

그러나 노이만의 이론구성은 우선 간접정범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특별한 

“책임부담의 원칙”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 없는 행위를 어느 사람의 

탓으로 돌림에 있어서 규범적 척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아

가 노이만의 비판은 책임형법의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의 강연테마와 관련하여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임무능력

자의 행위는 언어와 규범을 이해하는 인식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rechtsblind)” 충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
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 형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할 때에는 언제

나 자유로운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릴 수 있는 사태조종행위만이 관심의 대상으

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간접정범은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책임능력 없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인 반면에(적극적 측면)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를 가지고 행위자 스스로 책임능력 없는 

도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소극적 측면). 이 때문에 고의에 있어서 원인에 있

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법형상은 적어도 결과범의 경우에는 바로 책임원칙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3. 지금까지 구성요건 모델에 대하여 가해지는 비판들 가운데 소위 “결정구

(決定球)”라고 할 수 있는 중요논점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비판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설득력이 없기로는 다음의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모델론자

들은 단순히 과실로 심신장애상태가 초래된 경우에도 고의범으로서의 형사처

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의 확보라는 주장 또

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실로 책임능력 없는 제3자로 하여

금 범죄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외모델을 따른

다면 사람들은 행위자가 책임능력 없는 제3자의 행위를 지배하여 행위한 경우

36) Neumann (Fn. 32), S.34f.; DERS., Festschrift für Arthur Kaufmann, 1993, S.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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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행위자 자신이 책임 없이 행위한 경우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지탱하는 유일한 지주가 원인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법형상을 간접정범의 특수한 형태로 
파악하는 이론구성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구성의 타당성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노이만 이외에 헤팅거(Hettinger)가 비판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의 비판도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헤팅거의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형법 제25조는 간접정범

을 규정함에 있어서 “타인을 통하여” 범행을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 현행법에 의하면 행위자와 피이용자는 결코 동일한 사람이 될 수

가 없다.｣ 나아가 헤팅거는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37)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설득

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통설은 제3자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경우에 사

태진행이 간접정범자인 이용자의 수중을 벗어나는 순간 미수에 이른다고 봅니

다. 그리고 이러한 통설의 견해는 타당한 것입니다.3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도 간접정범에 대한 분석이 그대로 대응하게 됩니다. 행위자가 자
신을 책임무능력상태에 빠지게 하는 순간, 즉 더 이상 사태를 조종할 수 없게

끔 만드는 순간이 실행의 착수시점이 됩니다. 헤팅거는 그의 첫 번째 비판에

서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이 간접정범을 규정함에 있어서 “타인을 통하여” 

행위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헤팅거의 비판 또한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론해석의 기법을 사용

하여 (“그렇다면 더더욱”) 자기 자신을 책임능력 없는 도구로 삼아 행위하는 
행위자에게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결론을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으로부터 충

분히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7) Hettinger (Fn. 35), S.409f., 415f., 423f., 439.
38) Zutr. BGHSt 30, 363; ROXIN, Festschrift für Maurach, 1972, 213, 227ff.; 

DERS., JuS 1979, 11; HERZBERG, JuS 1985, 1ff.; KRATZSCH, JA 1983, 587ff.; a.A. 
etwa KÜPER, JZ 1983, 361ff.; KÜHL, JuS 1983, 180ff.; KÖHLER (Fn. 25), S.541f.; 
Überblick über die Ansichten bei KRÜGER, Versuchsbeginn bei mittelbarer Täterschaf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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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판례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예외모델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면서 동

시에 간접정범 규정에 근거한 이론구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39) 이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된 쟁점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

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 위태화죄(독일형법 제315조의c)에 해당하는가 하

는 것이었습니다. 통설은 도로교통 위태화죄라는 범죄유형이 자수범에 해당한

다고 보고 있으며, 나도 또한 그렇게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40) 만일 통설의 견해대로 도로교통 위태화죄를 자수범으로 파악한다면 

이 사안에서 간접정범 규정에 근거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설명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수범이란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판례가 호른(Horn)이 예측하는 것처럼41) 

정말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의 소멸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

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귀추를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자수범의 경우를 제외
한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 나는 책임주의를 제한해 나가

야 할 아무런 필요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Ⅶ. 결론

지금까지 독일 형법이론학의 책임분야에서 전개된 최근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러한 검토의 여정을 마감해야 할 종착점에 이르 습

니다. 나는 이 과정에서 고전적 의미의 책임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응보사상을 

배제해 버리는 한에 있어서 고전적 의미의 책임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

생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고 노력하 습니다. 독일에서는 책임

주의를 가리켜서 낡아빠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그렇

지만 사람들은 책임주의에 필적할 만한 유용한 대체물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주의가 최근의 유행사조를 극복
할 것이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연후에도 의연히 형법의 토대를 제공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39) BGHSt 42, 235.
40) BGHSt 18, 6, 8; TRÖNDLE/FISCHER, StGB, 50. Aufl. 2001, § 315 c Rn. 2; 

RUDOLPHI, GA 1970, 358.
41) StV 1997,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