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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李 用 植*

1)

Ⅰ. 이론전개의 역사적 고찰

객관적 귀속이론은 귀속의 객관면을 인과관계라는 사실에 구속된 판단으로

부터 자유롭게, 즉 인과도그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일반적 귀속이론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이다.1) 귀속판단을 인과관계론과 분리하여 행하려고 하는 이러

한 이론은 이미 Mezger의 중요설에서도 볼 수 있다.2) Mezger는 인과문제와 

귀책문제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전자는 조건관계로 족하며 후자는 인과관계의 

법적 중요성을 구성요건의 의미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다. 중요

설은 보통은 경험상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경향을 가지면 긍정되지만,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중한 결과에 특징적인 관계가 요구되는 등3) 상당인과관계설과는 
달리 구성요건마다의 특수성을 고려에 넣은 판단인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설

에는 구성요건의 해결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불명확성이 커다란 결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상당인과관계설의 상당성에 인과요소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결과를 행위

자가 행한 것(Tat)이라 하여 행위자에게 돌리기 위한 객관적 귀책요소로서만 

이것을 근거지울 수 있다고 한 Larenz의 문제제기를 받아서,4) 1930년 Honig가 
객관적 귀속이론의 기초사상을 전개한 것으로부터 객관적 귀속이론의 역사가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Roxin, “Gedanken zur Problematik der Zurechnung im Strafrecht,” FS-Honig, 
S.135f.

2) Mezger, Strafrecht, 3.Aufl., 1949, S.122f.
3) Mezger, Strafrecht, S.124.
4) Larenz, Hegels Zurechnungslehre und der Begriff der objektiven Zurechnung, 

1927, S.83f. 또한 Larenz, “Tatzurechnung und Unterbrechung des Kausalzusammenhanges,” 
NJW 1955, 10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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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Honig는 그때까지의 인과이론이 구체적 타당성보다 

사실에의 합치가 중요시되는 인식론상의 다툼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5) 인과관계로서는 조건관계가 확정되어지면 족하며 그 

다음 단계로서 법질서 독자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가치평가적인 객관적 귀속판

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 다.6) 그런데 인간행위의 구조를 보면 인간은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
과발생을 방지하려는 규범의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결과를 발생시키려

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목적적합

성(Zweckhaftigkeit) 유무가 귀속의 기준으로 된다고 한다.7) 이와 같이 Honig

는 그때까지 상당인과관계가 대상으로 해왔던 문제가 실은 인과관계는 아니고, 

객관적 목적적합성의 문제이며 (판단의 기초를 설정함이 없이) 구체적 사례에

서의 모든 사정을 기초로 이것을 판단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8)9)

이러한 기초 위에서 판단기준을 전개한 사람이 Roxin이다. 1962년 Roxin은 

객관적 귀속의 기본원리로서 ‘위험증가 원리’를 제창하 고,10) 그 후 이 이론을 

‘위험감소의 불귀속’, ‘법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요구’, ‘허용된 위험의 초과’, ‘규

범의 보호범위 외의 불귀속’이라는 형태로 정리하 다.11) 이러한 객관적 귀속

이론은 독일에서는 거의 통설적 위치를 얻게 되었고,12) 이는 우리 나라에서도 

5) Honig, “Kausalität und objektive Zurechnung,” FG-Frank, Bd.I, 1930, S.175.
6) Honig, FG-Frank, S.177f.
7) Honig, FG-Frank, S.184, 188.
8) Honig, FG-Frank, S.185f.
9)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규범의 기능에 주목하여 결과발생에 적합

한 행위에 결과의 귀속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적합성의 판단은 상당인과관계설
에서와 같은 추상적 일반적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모든 사정을 고려에 넣고 
또 규범이 기능하는 시점인 행위시에 내려지는 판단(사후예측)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리고 상당성과 같은 자연적․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규범적인 귀책평가라는 
점이 전제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10) Roxin, “Pflichtwidrigkeit und Erfolg bei fahrlässigen Delikten,” ZStW 74(1962), 
430.

11) Roxin, FS-Honig, S.136ff.
12) Schmidhäuser, AT, 2.Aufl., 1975, 5/60에 의하면 인과관계이론은 개념적으로는 잘

못된 이론인데 많은 경우에 객관적 귀속이론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함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Schünemann, “Einführung in das strafrechtliche 
Systemdenken,” in: Schünemann (Hrsg), Grundfragen des modernen Strafrechtssystems, 
1984, S.22는 인과관계 개념이 타당하기 어려운 과실범론에서 규범적 귀속이론이 우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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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 사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머

물고 있으면서도 객관적 귀속이론의 사고방법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이 주장되

고 있으며,13) 판례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수설의 입장은 상당인과관계설이 본래 규범적 평가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의 기준들을 받아들여 상당인과관계설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당성이라는 기준 자체
가 애매하고 불명확하며, 불법평가의 문제를 사실적 가능성 등 몰가치적 기준

으로 판단하는 문제점 등을 소수설은 지적하지는 아니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 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문제로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14) 또한 결과귀속을 정당화하는 규범적․실질적 근거를 해명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인과경과와 결과

발생의 태양을 추상화하여 그 이외의 다른 구체적 개재사정을 도외시하면서 

그 경험적 통상성을 판단하는 상당성을 유일한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Ⅱ. 상당인과관계설의 제한적 가치와 한계

A. 상당성 ―객관적 귀속의 기본적 전제

민법에서 통설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은 형법에서 학설상으로

는 소수설이다. 행위가 발생된 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경험상 

상당한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비전형적인 인과경과는 상당하
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실제 적용사례에서 상당성 여부에 관하여 개별

적으로 판단을 내리려면 이러한 일반적 원칙이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아

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15) 상당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여러 가지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사안을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판단해 보면 그 

결론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상당성판단은 일차적으로는 개연

성판단인데, 이는 많은 일반인의 일치된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동
일하게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작된 것을 지적한다.
13) 배종대, 형법총론, 제6판, 박 사, 2001, 183면 참조.
14) 배종대, 형법총론, 193면.
15) 이러한 방향으로는 Wolter, GA 1977, 25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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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당성은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지배가능성, 조종가능성 등과 실

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객관적 귀속이론에서 이들 원칙은 객관적 귀속의 기

초적인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6) 이들 원칙만으로 객관적 귀

속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객관적 귀속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원칙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17) 따라서 중요

한 것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귀속의 기준으로 담아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을 추상적인 수준에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좀더 파고들어 귀속의 

구체적인 척도로 만들어 나아간 것이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론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태의 지배가능성이란 그 사태의 주체로서 행위자의 탓으로 그 사태를 돌

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지배가능성의 대상은 결과발생에까지 이르는 

사태의 진행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과가 야기되면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건 ―그것이 단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사태는 행위자의 지

배범위를 떠나 행위자에 의해 더 이상 지배불가능한 위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18) 따라서 지배가능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과에 실현될 수 있는 위험

을 발생시키는 행위인 것이다.19) 객관적 귀속판단은 이에 연결되는 것이다.

B.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귀속

이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하지 않은 인과경과를 배제시키려는 것이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객관적 귀속이 상당인과관계설보다 더 특별한 
기여를 하는 바가 없다. 객관적 귀속의 공적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귀속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20)

(ⅰ) 합법적 대체행위 사례: 마취수술시 노보카인이라는 마취약을 사용하도

록 의료규칙에 정해져 있었다. 의사 갑은 노보카인이 떨어졌는데 마침 코카인

16) 상당성과 귀속기준으로서의 지배가능성이 사실상 중복된다는 지적으로는 예컨
대 Schünemann, “Modern Tendenzen in der Dogmatik der Fährlassigkeits- und      
Gefährdungsdelikte,” JA 1975, 581.

17)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18) S/S-Lenckner, 26.Aufl., 2001, Vor § 13 Rn.92.
19) Jakobs, AT, 2.Aufl., 7/72ff.; Otto, “Die Objektive Zurechnung eines Erfolgs im 

Strafrecht,” Jura 1992, 97.
20) Schünemann, “Über die objektive Zurechnung,” GA 1999, 21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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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고 이를 사용하여 마취하고 수술했는데 환자는 사망하 다. 그런데 노

보카인을 사용하여 마취하고 수술했을지라도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경우 코카인으로 마취하고 수술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예견가능하다. 실제로 코카인으로 마취하고 수술하 고 또 피

해자가 실제로 사망하 다. 그렇다면 상당인과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의사가 아무 과실없이 노보카인을 사용했을지라도 피해자는 사망한다

는 것이다. 아무 잘못 없어도 사람이 어차피 죽게 되어 있다면 이 환자의 사

망을 꼭 의사의 과실에 귀속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즉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 사망의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부당하지 않을까 규범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 객관적 귀속이론의 입장이다. 물론 갑의 행위가 의료규

정에 위반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ⅱ) 위험감소 사례: 갑이 한강다리를 걸어서 건너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므로 가까스로 손을 붙잡아 교각 위로 힘들게 

끌어올렸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팔뚝에 상처가 나고 어깨뼈가 부러지는 상

해를 입었다. 갑에게 상해죄가 인정될 것인가? 갑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죽을 사람을 살
려놓았는데 상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갑의 행위가 상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점이 종래의 인과관계론에서 해

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이를 어떻게 해명하느냐 하면 

이 원인이 되는 행위가 먼저 형법규범의 관점에서 규범위반행위(상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규범위반행위인가? 그것은 위험

을 만들어내는, 즉 창출하는 행위이다. 갑의 행위는 위험을 만들어 낸 것이 아
니라 도리어 사망의 위험을 상해의 위험으로 줄 다. 따라서 이는 규범적 관점

에서 범죄행위가 아니다. 갑의 행위는 상해죄 구성요건의 상해(행위)가 아니므

로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가벌이다.

(ⅲ) 규범의 보호목적 내지 자기위태화 사례: 갑이 을을 살해하고자 하여 독

약을 먹 는데 곧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이려 하지만 이때 죽음을 결심한 을이 

해독제복용을 거부하여 결국 을은 사망하 다.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살인기수가 인정될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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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살인기수의 죄책이 인정될 경우 이는 갑의 독약을 먹인 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을

의 사망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는 갑

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혹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다른 사람에 의한 공격으

로부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호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

기 스스로의 자살에 의한 사망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을의 사망은 
갑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자기위태화 사례: 갑은 친구 A가 하도 졸라서 앞바퀴 제동브레이크가 

완전히 기능하지 않는 자신의 모페드를 빌려주었다. 친구 A도 이 사실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헬멧도 쓰지 아니하고 모페드를 타고 가던 A는 커브길

에서 제동이 안 되어 벽을 들이받고 중상을 입었다. 갑은 운전기능을 할 수 

없는 모페드를 빌려줌으로써 회피가능한 사고를 A와 함께 공동야기하 다. 갑
은 A의 상태를 충분히 예견가능했다.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의 성

립이 당연히 긍정될 것이다. 그러나 갑에게 사망의 결과를 규범적으로 귀속시

켜야 할 것인가? 사망의 결과는 의식적으로 A의 자기책임하에 원해서 실현된 

자기위태화의 산물이고, 함께 작용한 다른 사람 갑은 피해자의 자기위태화를 

단지 사주했거나 가능 혹은 촉진케 한 경우에 그친다면 그는 불가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적으로 보면 결과실현에 상당한 원인을 발생시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결과에 대해 기수책임이 긍정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결정이 위험상황에서 가져

올 결과들을 분명히 인식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책임하에 행위한 경우

에는, 자기 법익의 위태화와 그에 따른 결과의 실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

다. 이러한 규범적 관점은 자유롭고 자기책임적인 인간행위가 개입됨에 의해 

원래 행위자에게의 귀속연관성이 끊어진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귀속의 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역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은 개연성과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

다. 우선 상당성이 규범적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

당성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결과발생의 사실적인 가능성 혹은 경험적

인 통상성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이는 몰가치적 기준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다.21) 그러한 의미의 상당성개념은 규범적으로 도출되는 기준과 결합되기 

21) 이건호, “형법 제17조의 위험발생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설”, 형사법연구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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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즉 그러한 상당성으로 행위자의 형사죄책을 제한하기 위한 규범적 판

단기준을 만들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사건경과가 경험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결과의 귀속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22) 다음으로 상당성을 예견가능성이나 지배․조종가능성의 의미

로 파악하게 되면 이는 행위자의 행위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에 관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23)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상당성기준 자체가 문
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추상적 기준만으로 모든 결과귀속의 타당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C. 객관적 귀속의 기준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면 행위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

고 그 위험이 결과에 실현된 때에, 결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24) 그런데 이 

구성요건적 결과는 그러한 결과발생을 방지하려는 규범이 목적하는 것이어야 

한다.25) 물론 이것은 결과귀속의 최소한의 요건을 담고 있는 기본공식일 뿐이

다. 이러한 기본요건은 사례에 따라서는 또 다른 귀속의 기준에 의하여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귀속기준에 의해서 귀속이 부정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점차로 자기책임성의 원리도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는 기준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6) 즉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자기책

임성의 원칙은 객관적 귀속의 기본공식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일부분 수정

하기도 한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귀속판단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호, 2002, 32면.
22)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2002, 127면.
23) 이건호, 전게논문(주 21), 33면.
24) 이와 같이 위험창출과 위험실현의 2요소가 객관적 귀속이론의 기본틀을 형성하

고 있다. 이 점에서 과실범 이론에서 의무위반과 (당해결과가 이러한 의무위반에 의거
하고 있다는) 의무위반관련성에 대응하여, 이것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론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예컨대 Jescheck/Weigend, AT, 5.Aufl., 1996, S.287; S/S-Lenckner, Vor § 13 
Rn.92; SK-Rudolphi, Vor § 1 Rn.57. 그런데 규범의 보호목적은 위험실현의 한 내용으
로 논하여지기도 하고, 구성요건의 범위(Reichweite des Tatbestandes) 라는 용어로 따로 
다루어지기도 한다(Roxin, AT I, 3.Aufl., 1997, § 11 Rn.45, 90ff.).

26) 규범의 보호목적을 구성요건의 범위라는 객관적 귀속의 제3의 요소로 다루는 
Roxin의 경우는 자기책임성의 원리를 이에 포함시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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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의 기본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된 개별이론이 사안의 성질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개별이론은 상호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진 

전체로서 객관적 귀속이론이라 불리우고 있는 것인데, 사용되는 개별이론의 

종류, 내용, 상호관계는 아직도 논자에 따라 다르다. 동일한 내용을 갖는 이론

이 논자에 따라 별개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객관적 

귀속이론의 내용을 이루는 규범적 이론의 개괄적인 검토에 중점이 있는 것이

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된 논자의 체계에 따르지는 않고, 객관적 귀속이론 전

체를 될 수 있는 한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각 개별이론을 

위치지워 가면서,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Ⅲ. 위험의 창출

A. 위험창출의 실질적 의미 ―행위규범의 위반

객관적 귀속이론의 출발점은 모든 범죄가 행위자에게 과해진 행위규범에 위

반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어떠한 경우에 행위규범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가? 

행위규범에 위반할 수 있는 행위는 외부세계를 합목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의사활동이기 때문에, 외부세계 지배에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연

적인 결과야기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상당

한 행위가 아니면 결과귀속이 가능한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규범위반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규범이 금지하는 대상은 단지 결과의 발생이 
아니라 결과발생의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사람이 ‘실제로’ 지배가능한 것

은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 결과귀속도 당연히 이를 기초로 한다. 즉 결

과에 실현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객관적 귀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적 행위불법개념과 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27) 행위의 결과에 대한 상당성은 이미 Honig가 그때까지의 상당인과관계설

을 다시 해석하여 객관적 귀속이론을 제창했을 때에, 새로운 귀속기준인 ‘객관
적 목적합치성’ 속에 끌어들인 것이다. 결과야기에 유효한 수단이 되는 행위가 

아니면 결과귀속을 논의할 의미가 없다. Honig 이후에도 객관적 귀속의 근본

27) Triffterer, “Die objektive Voraussehbarkeit (des Erfolges und des Kausalverlaufs) 
- unverzichtbares Element im Bereich der Fahrlässigkeit oder allgemeines Verbrechen-
selement aller Erfolgsdelikte?,” FS-Bockelmann, 1979,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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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준으로서 객관적 목적성,28) 객관적 목적적합성,29) 조종가능성,30) 지배

가능성31)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상당성,32) 예견가능성,33) 회피가능성34) 등의 

이름 하에 이해되어진 “결과야기의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그 요소로 되어져 

있다고 보여진다.35) 행위규범은 법익침해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전적으로 행위자에게 과해져 있는 것이며, 따라서 위의 상당성은 ex ante의 

판단이 된다.36) 이와 같이 행위규범은 결과에 대해 상당한 행위만을 금지 명
령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위험행위는 이미 행위규범위반이 존재하지 않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지극히 작은 경우에는 규범

위반이 없다.

그밖에 행위규범의 또 다른 관점도 객관적 결과귀속에 의미가 있다. 이점은 

위의 상당성이나 지배가능성원칙 이상의 것인데, 법은 상당한 위험이 있는 모

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을 초과하는 그러한 
위험의 창출만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결과발생의 가능성

28) Oehler, Das objektive Zweckmoment in der rechtswidrigen Handlung, 1959, 
S.72; Wolter, GA 1977, 272(상당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객관적 목적성이라고 한다).

29) Schaffstein, “Die Risikoerhöhung als objektives Zurechnungsprinzip im Strafrecht, 
insbesondere bei der Beihilfe,” FS-Honig, 1970, S.170(주의깊은 관찰자의 사후예측에 의
하여 볼 때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행위에 의해 어느 정도(nicht ganz unerbeblich) 증가하
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30) Otto, “Kausaldiagnose und Erfolgszusammenhang im Strafrecht,” FS-Maurach, 
1972, S.96f.는 이때까지 귀속기준으로 사용되어 오던 예견가능성 개념은 인과경과의 
조종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므로, 과도하게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또
한 Otto, “Risikoerhöhungsprinzip statt Kausalitätsgrundsatz als Zurechnungskriterium bei 
Erfogsdelikten,” NJW 1980, 423에서는 조종가능성 원리와 위험증가 원리를 객관적 귀
속판단의 기초로 하고 있다.

31) Ebert/Kühl, “Kausalität und objektive Zurechnung,” Jura 1979, 569; Eser/ 
Burkhardt, Strafrecht, Juristischer Studienkurs, Bd.I, 4.Aufl., 1992, Nr.4 A 62.

32) 상당성 개념의 근거는 사람은 지배가능한 것에 관하여만 귀책된다는 것이다. 
Welzel, “Kausalität und Handlung,” ZStW 51(1931), 707, 720은 상당성을 주체가 물리
적 원인을 의도적으로 설정하 다는 관계라고 파악하여, 가치판단은 아니라고 한다.

33) Triffterer, FS-Bockelmann, S.221.
34) Schünemann, JA 1975, 648.
35) Hirsch, “Soziale Adäquanz und Unrechtslehre,” ZStW 74(1962), 98f.도 금지되지 

않은 위험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 결과발생의 충분한 작용가능성이 

결여되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6) Wolter, GA 1977, 257; Roxin, AT Ⅰ, § 11 R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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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행위일지라도, 사회적 유용성 때문에 일정한 정도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주의의무규범에 위반한 것이 아니며, 설사 결과가 발생한다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결국 규범위반이 객관적 귀속이론의 제1단계인 위

험창출 내지 허용되지 않은 위험창출의 실질적 내용인 것 같이 생각된다.

B. 위험창출행위의 유형

1. 경미한 위험행위

경미한 위험행위의 경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지극히 작은 행위를 통해서 외

부세계를 조종하려고 하는 자는 형법적 규범에 의한 통제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뇌우사례에서 농기구를 가져오라고 삼림 속으로 보내는 

행위는 살해행위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행위자의 소행으로 보기
에는 충분한 불법성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예컨대 삼림 속으로 가게 하는 행위, 숙부에게 값싼 비행기

를 타도록 권하는 행위를 살인의 수단이 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애시당초 

가벌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경미한 위험행위의 실행행위성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 귀속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성

의 부정이라는 이론구성만으로도 처리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37) 실제로 위험
창출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이에 대해 다시 Roxin

은 위험창출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결과귀속은 부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결과가 귀속되느냐 아니냐 하는 결과의 객관적 귀속으로 이론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38) 또한 위험창출이라는 행위반가치 뿐만 아니라 결과의 귀

속관련이라는 결과반가치도 없어야 비로소 구성요건해당행위가 부정된다는 점

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39)

여기에서 위험창출이라는 요건을 Roxin은 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 즉 삼림으로 보내는 행위와 같이 결과발생가능성이 적은 행위는 추

상적으로 살인 수단으로서 부적당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의미지워질 뿐만 아니

라, 행위자의 행위불법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행위자가 알고 있는 사정이나 피

37) Frisch, “Faszinierendes, Berechtigtes und Problematisches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chnung des Erfolgs,” FS-Roxin, 2001, S.232.

38) 같은 취지로는 S/S-Lenckner, Vor § 13 Rn.92.
39) 이에 대하여는 또다시 Frisch, FS-Roxin, S.23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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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판단능력도 고려에 넣은 판단이 될 것이다.40) 숙부가 탑승하는 비행기

에 폭탄이 장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상속인은 이를 전제로 살인금지규범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에 행위자가 알고 있는 사정도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

다.41) 또 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는 아이를 삼림으로 보내는 경우는 성

인을 보내는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가능하며, 그렇다면 피해자의 

판단능력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의 혈우병 등 특수사정을 알
고 있는 행위자에게는 그것을 전제로 규범이 과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

다.42) 종래 이러한 문제는 예견가능성의 판단을 써서 처리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왔다. 그런데 이 예견가능성의 본질은 위험창출로서 논해야 될 것이었다

는 점을 지적한 것이 객관적 귀속이론의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 즉 행위불법

을 객관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 객관적 귀속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

다.
그런데 이들 사례에 대하여는 행위자에게 인과과정에 대한 지배․조종의사

가 결여되어 고의가 부정되는 것으로 해결하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43) 행위

자는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히 희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하다. 

고의가 없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에게 고의가 없는 것은 

오히려 고의의 인식대상인 객관적 구성요건해당 살해행위 자체가 이미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인식도 결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이미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본질적이라고 생

각된다. 거꾸로 설사 지배․조종의사가 있다고 하거나, 고의는 결과발생가능성

에 대한 인식과 인용인데 이들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열망하여 고의

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때에도 이들 사례는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객관적 귀속은 그 논의 자체가 주관

40) Vgl. Rudolphi, “Vorhersehbarkeit und Schutzzweck der Norm in der fahrläs-
sigkeitslehre,” JuS 1969, 553.

41) Vgl. Escamilla, “Relevanz des rechtsmäßigen Alternativverhalten bei der 
objektiven Erfolgszurechnung?,” in: Gimbernat/Schünemann/Wolter (Hrsg.), Internationale 
Dogmatik der objektiven Zurechnung und der Unterlassungsdelikte, 1995, S.93.

42) 물론 객관적 귀속이론의 주장자들 사이에서도 혈우병사례의 결론이 달라지고 있
다. 이는 객관적 귀속이론의 애매함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Schlüchter, “Grundfälle 
zur Lehre von der Kausalität,” JuS 1976, 313).

43)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제9판, 박 사, 2002, 209면; 이건호, 전게논
문,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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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성요건인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이론적으로 전제하고 그 위에서 논의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2. 위험감소행위

예컨대 높은 빌딩에서 돌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므로 행위자가 어 

어깨에 맞도록 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혹은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피해자를 

난간에서 간신히 끌어올려 상처만 입게 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기존의 위험을 

감소시킨 것이지 위험을 창출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면 상

해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44) 그런데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때에는 이 경

우 상해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상당인과
관계설에 의하면 적어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안에

서 상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이론적으로 근거지웠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가 아닌가는 중요

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긴급피난에 의해 해결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45) 이러한 

위험감소행위는 범죄로서의 전형적인 법익침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긴급피난으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46)

C. 문제점

이와 같이 여러 사례의 처리를 보면 위험창출의 요건은 ‘행위의 위험성’과 

같은 1개의 척도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것

으로 그 자체가 상당한 곤란과 애매함을 지닐 수 있는 판단임을 부인할 수 없

다. 이 문제는 객관적 귀속이론의 기초에 있는 인적 행위불법의 문제와도 연
결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위험창출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형법의 목적은 법익

보호에 있고 이를 위하여는 위험한 행위만이 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하 다.47) 

44) Roxin, FS-Hong, S.136.
45) 배종대, 형법총론, 191면;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209면(상해의 고의

가 부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건호, 전게논문, 35면.
46) 박상기, 형법총론, 제5판, 박 사, 2002, 101면.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긴급피

난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7) Rudolphi, “Der Zweck staatlichen Strafens und die strafrechtlichen Zurech-

nungsformen,” in: Schünemann (Hrsg.), Grundfragen, S.76f.; Wolter, “Objektive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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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법익과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행위

규범과 보호법익과의 관계는 반드시 일의적으로 평가․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

에, 규범위반의 판단에는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Ⅳ. 위험의 실현

A. 논의의 기초 ―정당한 처벌

금지 명령규범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명령함으로써 결과발생의 위험을 감소

시키는 것을 통해 결과발생의 방지․회피를 위하여 기능하는 것이다. 객관적 

귀속이론의 제2단계인 위험실현의 내용은 위험창출에서의 규범위반이, 결과범

으로서의 처벌을 구체적으로 기초지울 수 있기 위한 요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뜻에서 처벌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2가지 방향

에서 생겨날 수 있다. 하나는 금지 명령규범이 결과의 방지․회피에 ‘사실적으

로’ 무익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규범의 내용 면에서’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48) 아무리 규범위반행위라고 할지라도 법이 그 행위를 금지 명령하

는 목적(법익침해의 회피․방지)의 달성을 위해 그 금지 명령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무익하거나 관련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그 금지 명령규범 위반을 근거

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는 위험증가의 원리, 후자와 관련해서는 규범의 보호목적이론을 검토하기로 

한다.

B. 위험증가의 원리

1. 규범론적 의미

이와 같이 사안의 구체적 사정 하에서 규범의 준수가 결과발생의 위험을 감

소시키는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결과방지기능을 하지 못하는 규범’
에의 위반을 이유로 행위자를 결과로 인해 처벌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49) 금

personale Zurechnung zum Unrecht,” in: Schünemann (Hrsg.), Grundfragen, S.105.
48) Vgl. Schlüchter, “Zusammenhang zwischen Pflichtwidrigkeit und Erfolg bei 

Fahrlässigkeitstatbeständen,” JA 1984, 675. 또한 Jescheck/Weigend, AT, S.584.
49) Münzberg, Verhalten und Erfolg als Grundlagen der Rechtswidrigkeit und 

Haftung, 1966, S.137; Schünemann, JA 1975,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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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범을 준수해도 규범을 설정한 본래의 목적인 결과방지를 위해 도움이 되

지 못하는 경우50) 즉 규범을 준수하더라도 위반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인 때에는 규범준수가 결과회피에 도움이 되지 못한 그 규범에의 위반을 근

거로 처벌함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결과발생이 확실한 경우이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구체적 사정 하에서 행위규

범위반이 결과발생의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증가시킨 경우
에만, 행위자는 결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위험증대의 원칙이

다. 위험증가의 원리는 당해규범이 결과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기능한다는 사

실적 전제가 구체적 사정 속에 갖추어져 있었느냐에 관한 귀속한정의 원리라

고 볼 수 있다. 위험실현이 이와 같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규범의 불기능을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Roxin은 구성요건규범이 ‘일반적으로’ 처벌대상으로 포함

시키고 있지 않는 피해자의 자기위태화 사례 등을 위험실현과는 별도로 구성

요건의 범위라는 요건 속에 배치하고 있다.51)

2. 의무합치적 대체행위 사례

위험증가원리는 원래 의무합치적 대체행위 사례에서 결과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Roxin에 의해 제창된 것이었다. 과실범에서 행위자가 

주의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를 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확실한 

경우는 희소하며, 많든 적든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남는다. 이떄 in dubio pro 

reo 원칙을 적용하면 결과귀속은 부정된다(회피가능성설). 그러나 Roxin에 의

하면 의무합치적 대체행위의 경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적을 때 혹은 주의의

무위반이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확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를 무시함은 법감정에 반한다고 한다.52) 그리하여 당해 구체적 사정 하에서 

주의의무위반에 의해 결과발생가능성이 허용된 위험보다 높아졌다면, 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주의의무위반이 있고 과실범이 성립한다는 해결방식(위험증대설)

이 평등원칙에 의거해서 제안된다.53) 여기서 평등원칙이란 주의의무위반이 없

는 허용된 위험이 불가벌이라면, 설사 주의의무위반 즉 위험창출행위가 있더

50)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im Strafrecht, 1974, S.138.
51) Roxin, AT I, § 11 Rn.75. 또한 Wolter, in: Grundfragen, S.117.
52) Roxin, ZStW 74(1962), 422ff.
53) Roxin, ZStW 74(1962),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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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결과발생의 위험이 허용된 위험과 동등한 것이라면 역시 불가벌이 된다

는 것이다. 그 후 Roxin은 이를 과실범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객관적 

귀속의 원리로 발전시켜 나갔다.54) 그러나 위험증가원리는 인과관계를 한정하

는 기능보다는 조건관계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 귀속을 긍정하는 기

능을 강하게 인정한다고 이해되고 있다.55) 특히 부작위범에 있어서 당해 작위

를 해도 결과를 회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결과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노력을 게을리 한 것만으로 결과가 귀속되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비

판이 가해지고 있다.56)

C. 위험증가 원리에 대한 검토와 평가

1. 평등원칙 비판

주의의무를 다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일지라도, 행위가 행하여짐으

로써 그 가능성이 증가된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무엇인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관련성이 결과귀속을 근거지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당해 행위가 행해짐으로 인해서 결과발생

이 확실히 되었을 경우와는 다른 취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 구체적 사정 하에서 행위 또는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해도 결과발생의 
위험이 증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이 평등원칙에 맞다는 주장도 

언뜻 보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등이라고 할 경우 ‘무엇이 

같은’ 것을 같게 다루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가령 결과발생의 

유무를 표준으로 하여 평등원칙을 적용한다면 의무합치적 대체행위 하에서의 

결과발생 사례에서도 보통 가벌적인 것으로 되어버린다. 위험증가원리는 평등

의 표준으로서 “위험”을 사용해야 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위험증

54) Roxin, FS-Honig, S.135ff., 138. 이에 대하여는 위험증가원리가 객관적 귀속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조종가능성의 독자적 의의를 간과한다는 비판(Otto, 
FS-Maurach, S.101), 규범목적 연관에 관하여는 말해주는 것이 없다는 비판(Jakobs, AT, 
7/103)이 있다.

55) Schaffstein, FS-Honig, S.171ff.; Stratenwerth, “Bemerkungen zum Prinzip der 
Risikoerhöhung,” FS-Gallas, 1973, S.239.

56) Vgl. SK-Rudolphi, Vor § 13 Rn.16; Otto, NJW 1980, 423. Krümpelmann, “Zur 
Kritik der Lehre vom Risikovergleich bei den fahrlässigen Erfolgsdelikten,” GA 1984, 
509는 부작위범에의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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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판단할 추상화의 정도 등에 관해서도 명백히 되어있지 아니하다.

우선 위험을 평등의 표준으로 쓰는 것은 그 위험이 가벌성판단의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벌성이 동등한 행위는 동등히 다루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위험을 가벌성판단의 기준으로 함은 침해범으로 입법된 범죄를 위

험범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듯이 생각된다.

증가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되는 위험의 판단방법에도 명확하지 않

은 점이 있다. 무엇보다 그것이 사전판단인가 사후판단인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

다. Ulsenheimer는 위험증가 원리를 비판하면서 주의의무위반행위는 사전적으

로는 항상 허용된 위험을 넘어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 다. 주

의의무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은 

위험을 증가시킬 것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위험증가원리에 의하면 주의의무위반

이 있으면 모두 결과귀속이 인정된다는 것이다.57) 이에 대하여 Roxin은 그 위
험은 사전판단이기는 하지만 ‘현실적 사정’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에, 주의의무

위반에 관계없이 위험증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답하 다.58) 

Ulsenheimer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정’은 사후적인 것이고, 또 행위 

후에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에 넣는 것은 사전판단과 모순된다고 재비판

을 가하고 있다.59) 물론 Roxin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정’을 판단에 넣지는 않

기에, Ulsenheimer의 재비판이 모두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
러나 위험증가를 행위시에 판명된 사정만을 기초로 행위의 추상적인 위험의 레

벨에서 문제삼으면 Ulsenheimer의 최초비판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

면 결국 여기에서의 위험은 사후적으로 인정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서 판

단되어야 할 것이다.60) Roxin도 그 후 사후판단성을 받아들이고 있다.61)

위험판단에 있어 취해져야 할 추상화의 정도는 위험증가원리의 주장자에 의

하여도 명백히 되어있지 아니하다.62) 고도의 추상화를 할 것이 아님은 명백하

57) Ulsenheimer, Das Verhältnis zwischen Pflichtwidrigkeit und Erfolg bei den 
Fahrlässigkeitsdelikten, 1965, S.134f. Vgl. Ulsenheimer, “Erfolgsrelevante und erfolgs-
neutrale Pflichtverletzungen im Rahmen der Fahrlässigkeitsdelikte,” JZ 1969, 366f.; 
Wolff, Kausalität von Tun und Unterlassen, 1965, S.27.

58) Roxin, “Literaturbericht,” ZStW 78(1966), 220f.
59) Ulsenheimer, JZ 1969, 366f.
60) Würfel, Rechtmäßiges Alternativverhalten und Risikoerhöhung im Strafrecht, 

1971, S.75; SK-Rudolphi, Vor § 1 Rn.81.
61) Roxin, AT I, § 11 R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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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되나, 추상화를 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가설적 인과경과

의 판단임에 지나지 않으며, 위험증가판단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Roxin

도 완전히 구체적인 판단에 위험증가유무의 징표라고 하는 발견적 가치만을 

인정하고 있다.63) 어쨌든 이 점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

으므로, 위험증가원리는 완성된 이론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64)

2. in dubio pro reo 원칙 위배

(a) 위반여부에 관한 논거 ―Roxin의 견해

위험증가이론에 자주 가해지는 비판은 그것이 in dubio pro reo 원칙에 반

한다는 것과 침해범을 위험범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다. 이 둘은 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침해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범죄성립요건이 충분히 증명이 안 되

었는데도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범이라면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침해범으로서는 충분한 증명을 거치지 않은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in dubio 

pro reo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에 의하면 과실범의 성립에는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와의 사이에 그 어떤 연관이 존재해야 하는데, 주의의무를 준수해도 동일

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겨져 있을 경우까지 처벌함은 그 연관의 존재가 

증명되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65) 이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Roxin의 답변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위험증가에서 

문제되는 것은 가정적 인과관계의 확정(이라는 사실인정)은 아니고, ‘의무합치

적 행위를 하면 결과발생의 위험이 감소했느냐’ 하는 감정인이 판단해야 할 과

학적 일반명제이다. 증명문제가 아니므로 in dubio pro reo 원칙은 적용되지 않
는다.66) 둘째, 허용된 위험의 법리는 법정한도를 넘은 위험행위에는 과실 침해

결과가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의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 더라도 동

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귀속이 부정되는 것은 다만 행위가 허용되어 있다

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의심의 여지와 같은 것

62) Samson, Hypothetische Kausalverläufe im Strafrecht, 1972, S.47.
63) Roxin, ZStW 74(1962), 441.
64) Samson, “Begehung und Unterlassung,” FS-Welzel, 1974, S.593 Anm.68.
65) Ulsenheimer, JZ 1969, 367; Samson, Hypothetische Kausalverläufe, S.47; 

Fincke, Arzneimittelprüfung, 1977, S.49ff.; S/S-Cramer, § 15 Rn.173. 
66) Roxin, ZStW 74(1962), 43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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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재하지 않는다.67) 셋째, 위험증가의 유무를 현재의 과학수준으로써 증명하

지 못할 적에는 위험증가가 없다는 경우와 다르므로 귀속시킬 수 있다.68)

(b) 원칙위반이 아니라는 논거에 대한 비판

이러한 Roxin의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우선 앞의 제3점은 위험증가의 존재의 증명까지도 in dubio pro reo의 
제약으로부터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위험증가원리의 주장자들

에게서도 나오고 있다.69) 이 증명을 in dubio pro reo에 의하게 하더라도 ‘주

의의무위반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수가 많다’ 라는 일반명제에 의거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위험증가의 증명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ⅱ) 다음으로 Roxin의 반론 제1점은 위험증가의 문제가 당해 주의의무준수
가 가지는 일반적 효과의 문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증가판단은 

구체적 사정 하에서 의무위반행위와 의무준수행위가 갖는 위험의 비교이다. 

그렇다면 사실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in dubio pro reo에서 빠지고 있

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Roxin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Stratenwerth는 

위험판단 중에 in dubio pro reo가 타당하지 않은 역이 있음을 보이려고 하

다. 즉 일정한 사정의 존부(예컨대 아이에게 종양이 생기고 있느냐 아니냐)
는 원리상 확정이 불가능하다. 이 양자를 나누지 않고, 위험증가가 문제되는 

후자에서도 무엇인가 미지의 요인이 결과의 성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요인의 존부를 in dubio pro reo에 따르는 사실문제라고 함은 19세기적인 

생각이라고 한다.70) 현대과학은 micro level에서는 확정불능을 전제로 한 이론

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익침해와 관계되는 통상적인 

macro level의 세계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상 필요한 정도의 
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71) 그렇다면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질

67) Roxin, ZStW 78(1966), 219.
68) Roxin, ZStW 74(1962), 434.
69)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43; Stratenwerth, FS-Gallas, S.235; 

SK-Rudolphi, Vor § 1 Rn.69. 이에 반하여 Roxin의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Würfel, 
Rechtmäßiges Alternativverhalten, S.90; Krümpelmann, GA 1984, 502. 구조가능성을 박
탈하게 되고,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은 비난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70) Stratenwerth, FS-Gallas, S.23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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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A와 질병 B의 어느 쪽에 이환되어 있는가 함은 원리상 확정가능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학 수준으로 A와 B를 감별할 수 없고 또 수술로 A

는 치유되나 B는 치유불능이라고 한다면,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수

술을 시행하는 결과는 불확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원리상 불확정은 

아닌 것이다. 이 사례에서 의사의 수술태만은 치유의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에 

위험증가를 긍정해야 할 것이지만, 본래 치유불능인 질병 B에 의한 사망이고, 
의사의 수술태만은 (의료규칙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도) 결과범에 의한 

처벌할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은 남는다고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리상 확정가능한 사정과 원리상 확정불가능한 사정의 한계는 반드시 명백하

지는 않으므로 Stratenwerth의 이론에 의해서 in dubio pro reo 위반의 의심이 

사라진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ⅲ) Roxin 반론의 제2점은 허용된 한도를 넘은 위험에는 모든 과실 침해결
과가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증가이론이 침해범을 위험범으로 변

질시키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실범이 성립

하기 위하여는 주의의무위반과 결과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자 사이에 특별

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위험증가원리도 이 해

결을 위하여 제창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러 다시 위험범과의 접촉이 

엿보인다.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라고 하면 ‘허용된 위험이 허용되지 
않는 위험으로까지 증가한 것’과 결과와의 사이의 관계여야 한다.72) 그런데 허

용되지 않는 위험 그 자체가 “증가”에 대신해서 문제가 되어지면, 허용되지 

않는 행위(즉 주의의무위반행위)와 결과와의 사이에 무엇인가 연관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되어버린다.73) 즉 위험범적인 면을 보이는 것은 “위험”과 그 “증

가”를 혹시 동일시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Rudolphi는 위험과 그 증가의 구별을 인식하고 있다.74) 
객관적 귀속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갖는 위험성에 의해 법익의 구체적 위태

화가 생겼고, 이 증가된 위태화가 결과에 실현된 점이다. 이것이 부정되는 경

우는 적법한 행위 하에서도 결과가 확실히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된다. 이때는 

71) Roxin, AT I, § 11 Rn.3.
72) 따라서 허용된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양자를 비교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73) 당해 행위가 당해 결과의 위험을 갖고 있으면 족한 것으로 된다.
74) SK-Rudolphi, Vor § 1 Rn.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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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위태화 그리고 결과발생에 실현된 것이 행위의 위험성 속의 허용된 분

량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허용된 위험보다 상당한 위험증가

를 가져온 경우에는 의무합치적 행위 하에서의 결과발생이 가능 내지 개연적

일지라도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결과에 실현된 것이 바로 위법하게 

창출된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위태화 중 허용된 부분과 허용되지 않

은 부분을 구별할 수는 없고, 위태화는 총체로서 위법한 것이다. 결과에 실현
된 것이 ‘허용된 양’인가 ‘허용되지 않은 양’인가 불확정이라는 이유로 귀속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Rudolphi는 후자의 경우 결국 위험과 그 증가부분의 구별을 살리

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고 보여진다. 행위의 규범위반이라는 관점에서는 행위

의 위험성은 총체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행위의 위험성 및 

법익의 위태화에서 어느 부분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인가를 식별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위가 총체로서 위법이면 그 총체로부터 실현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를 모두 귀속한다’고 함은 바로 결과책임사상에 가

깝다고 보여진다. 결과귀속판단의 본래 취지는 행위 중 ‘어느 점’을 법의 요구

에 맞게 하고 있으면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가 함을 명백히 하여, ‘그 점’을 

규범합치적으로 행하 어야 할 것이라는 비난의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

면 행위 중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위험증가원리가 행하는 바와 같이 모두

를 ‘구체적 상황 하에서의 법익의 위험’이라는 하나의 척도로 정리하고 그 증

가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려는 점에는 무리가 있는 듯이 생각된다.

예컨대 자전거추월 사례에서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위험원이라고 할 사정은 1.5m 간격으로 추월하지 않고 75cm로 바싹 추

월한 것, 피해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 추월을 삼가지 않
은 것, 피해자의 음주, 피해자의 도로교통관여 그 자체가 갖는 위험성 등등 여

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씩 관여해서 결과의 위험을 조

정하여 침해결과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위험증가원리에서는 전체를 1개의 

위험판단으로 종합한 다음에 예컨대 바짝 붙은 추월 유무에 의한 그 증감을 

검토하는데, 너무 좁은 간격에 의한 추월이 피해자 사망의 위험을 높 다고 

해도, 피해자전거가 휘청거리며 와서 접촉의 위험이 높아진 경우와 좁은 추월
로 자전거가 할 수 없이 보도 쪽으로 가까이 가서 보도 쪽의 장애물과 충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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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높아진 경우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에서는 위

험증가가 바짝 붙은 추월의 직접적 효과이나, 후자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도

로교통관여 자체가 갖는 일반적 위험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경우 발생한 접촉사고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트럭운전자에게 귀속시킨

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 귀속이론은 

‘규범위반에 의한 위험증가는 당해 결과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에 대해
서만 물어야 한다’는 ―규범의 보호목적판단이 위험증가판단에 선행하는― 

이론도 준비하고 있다.75) 추월 당한 자전거가 보도 가까운 곳의 장애물에 충

돌하는 것은 추월간격을 정한 규범의 보호목적 밖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에도 의문이 있다. 우선 규범의 보호목적의 확정은 극히 불명확하

다. 보호목적을 다시 세분화해 나가면 결국 당해 결과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

로 하는 규범에의 위반에 의해 ‘당해 결과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가’가 문제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과발생이 무엇인가 다른 사정으로 처음부터 

확실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귀속이 인정되어버리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

다. 즉 보호목적을 넓게 해석하면 결과책임에 가까워지고, 좁게 해석하면 위험

증가판단이 항상 긍정되는 결과가 되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위험원을 

개별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법익의 위험이라는 1개의 척도로 모아서 귀속판단

에 사용하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위험원마다 검토를 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 통설에 대한 비판 ― Schünemann의 견해

(ⅰ) 의무합치적 행위 하에서도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항상 남는다

in dubio pro reo 위반이라는 통설에 대해 위험증가원리를 옹호하면서   

Schünemann은 의무합치적 행위 하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결과
귀속이 부정된다는 통설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한다. 즉 의무합치적 행

위란 허용된 위험 내에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무엇인가의 위험(결과발생

의 가능성)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76) 그런데 허용된 위험이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법이 이를 

75)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30;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von Verhalten, Gefahr und Verletzung in einem funktionalen Straftatsystem, 
1981, S.339 Anm.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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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해서 허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편리한 것이라고 해서 사람을 치

여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다. 각 사례별로 개별적 사정을 좀더 고려한 이익

형량에 의하여, 주의의무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의

무합치적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한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ⅱ) 위험증가판단은 규범적 판단이다
위험증가원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in dubio pro reo에 따르지 않는 

규범적 판단이라고 한다. 결과방지 목적으로 설정된 “위험을 억제하라”는 규범

에의 위반은 그 규범을 ex post로 보아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면 ―의무합

치적 행위 하에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을 부정

할 수 없다.77) 그래서 “ex ante에 위험억제를 위해 설정된 규범이 ex post로 

알려진 사정 하에서도 유효하며 따라서 ex ante의 규범준수를 요구할 수 있었
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78) 위험증가판단이란 이 판단인 것이다. 

지금까지 위험증가판단은 현실적 행위와 가설적 행위와의 자연적․통계적 위

험의 비교 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며, ex ante로 설정된 규범과 ex post로 

알려진 사정에 적합한 주의의무규범과의 가치적 비교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79) 예컨대 산양털 사례에서 소독에 의한 멸균가능성이 불명한 산양털은 그

것이 사치품이면 처음부터 그 사용이 금지되며, 사회적으로 필수품이면 소독
하지 않은 사용이 귀속을 근거지울 수 있다. 소독은 ex post로 보아도 위험의 

본질적 억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80)

(ⅲ) Schünemann이 이해하는 위험증가원리는 “비교”라는 동일한 외관을 유

지하면서, 비교의 내용을 지금까지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하고 있다.81) 그

76) Schünemann, JA 1975, 651; Schünemann, GA 1999, 226.
77) Schünemann, GA 1999, 226f.에 의하면 침해범에 있어서 금지규범의 목적은 ‘위

험회피에 의한 우연의 통제’ 라고 한다. 같은 취지로는 Kratzsch, Verhaltenssteuerung 
und Organisation im Strafrecht, 1985, S.541. 그러나 침해범의 위험범화라는 비판이 가
능할 것이다.

78) Schünemann, GA 1999, 216은 이러한 비교를 협의의 객관적 귀속이라고 부르
고 있다.

79) Schünemann, JA 1975, 652.
80) Schünemann, JA 1975, 653.
81) 이는 ‘위태화’ 금지규범으로서의 유효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Ranft, 

“Berücksichtigung hypothetischer Bedingung beim fahrlässigen Erfolgsdelikt?,” N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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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규범의 ex post의 사실적 유효성’을 판단할 때에도 지금까지 문제가 되

어왔던 ‘의무위반행위의 위험과 의무합치적 행위의 위험의 비교’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종래 위험증가원리가 갖고 있던 ‘사실적 위험의 비교’라

는 사실적 기초를 갖는 절차를 ― ‘당해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가 하는 평가적 판단’ 속에 함께 집어넣어― 이 이론의 정면으로부터 배후로 

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견해인 것으로 보여진다.

3. 침해범의 위험범화

(a) 위험증가원리로부터의 반론

위험증가원리가 실질에서는 위험범에 지나지 않는 행위를 침해결과에 의해 

처벌함을 가능케 한다는 비판은 때때로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극히 중요한 것이

다. 본래 위험증가원리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침해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결과와 행위 (또는 의무위

반) 사이의 무엇인가의 연관을 객관적인 처벌조건으로 하고 처벌의 근거는 법

익의 위태화에 구함이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ⅰ) 위험증가원리도 위험이 결과에 실현될 것을 요구하므로, 단지 허용된 
한도를 넘은 위험의 존재만으로 침해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

해가 있다.82) 그러나 이 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위험실현요건의 내용

으로 무엇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그 타당성이 전적으로 변해버리며, 위험증

가판단 자체가 위험실현판단의 하위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ⅱ) 침해범 구성요건도 실은 위험창출증가 금지규범 혹은 위험감소 명령규

범을 기초에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83) 법은 규범이고, 규범은 현실세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다. 한편 사람은 외부세계의 변경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

기 행위에 의해 ‘결과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으로써만 외부세계의 변경을 달

성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한 현실세계의 규제는 인간에게 결과의 야기 또

1984, 1431).
82) Rudolphi, JuS 1969, 554 Anm.40; Stratenwerth, FS-Gallas, S.237; Würfel, 

Rechtmäßiges Alternativverhalten, S.26.
83) Stratenwerth, FS-Gallas, S.238; SK-Rudolphi, Vor § 1 Rn.70. Vgl. Armin 

Kaufmann, Lebendiges und Totes in Bindings Normentheorie, 1954,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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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피를 명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험의 창출 또는 감소를 명하는 것

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침해범도 결과의 금지가 아니라 위험창출

증가의 금지규범이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규제나 통제의 메카니즘 분석으로는 타당한 면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침해범 구성요건의 기초에 있는 위험증대 금지규범 등에 위

반된 행위를 ―결과발생을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한 다음에― 꼭 처벌하지 않

으면 아니되는지 의문이다. 규범이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험의 증

감이라고 하더라도, 침해범의 성립에는 그 ‘규범위반’ 이외에 ‘행위와 결과 사

이의 특수한 연관’이 필요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증가원리를 포함해서 

위험실현이라는 요건은 바로 이러한 특수한 연관의 내용으로서 무엇이 타당한

가 함을 논하는 것이다. 이 특수한 연관의 내용으로서 위험증가원리가 적당하

지 않다는 통설에 대하여, 단지 규범의 메카니즘을 들어 답하는 것은 충분한 
반론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b) 위험계산의 추상화

위험증가원리가 상호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위험계산에는 추상화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추상화에 의해 가설적 인과관계에서 (현실적 인과경과와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대체원인을 제거시켜버릴 염려가 있다. 그
렇게 되면 가설적 인과관계에서의 결과발생의 위험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져서 

위험증가가 과다하게 긍정되는 것이 된다. Samson에 의하면 법익침해의 ‘강화

의 위험’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강화’로서 기수처벌된다는 것이다.84)

4. 기타의 비판

(a) 귀속을 긍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험증가의 정도’의 문제

Jakobs는 위험증가원리에 따르면 적은 증가로서 족한 것으로 되어, 이는 지

나치다고 비판한다.85) 위험이 의무합치적 행위 하에서와 같다는 것이 확실하

지 않는 한 귀속이 인정된다고 하면, 처벌범위가 현저하게 확장될 것이다. 그

84) Samson, Hypothetische Kausalverläufe, S.154f. 이에 대해 Stratenwerth, FS-Gallas, 
S.237는 위험계산에 있어서는 무제약적인 사후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체원인을 간과하는 
수는 없다고 비판을 일축하고 있다.

85) Jakobs, AT, 7/102.



2002. 12.]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253

러나 측정가능한 차이,86) 일의적인 차이87)가 있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위험

의 증가가 상당하거나88) 본질적이어야89) 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든 필요한 위험증가의 정도가 애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b) 위험증가원리의 필요성 내지 유용성 문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위험증가원리가 정말로 유익하며 또한 필요

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의무합치적 행위 하에서도 결과가 발생하는 논리적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아닌 한, 문제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의무합치적 대체행위의 경우 

그 판단이 어려운 의료사고에 현실적으로 위험증가원리를 적용하면 의사들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90)

(c) 허용된 위험과의 관계

위험증가원리가 허용된 위험에 있어서 그 기준점인 것 같은 의의를 주고 있

다. 이에 대하여는 두 방향에서 비판이 있다. 하나는 불법제로가 인정되어 버

리는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험의 양으로서는 허

용된 위험 수준보다 낮은 것일지라도, 통상인의 예상과 이질적인 위험을 창출

했을 때에는 귀속이 긍정되어야 한다고 본다.91) 보다 중요한 것은 허용된 위
험이란 본래 행위 그 자체의 가치를 포착하는 고도로 규범적인 판단이므로, 

결과발생의 위험이라는 척도만으로 다른 행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지적이다.92)

86) Roxin, ZStW 74(1962), 433
87) Roxin, ZStW 78(1966), 219.
88) Jescheck/Weigend, AT, S.585.
89) S/S-Cramer, § 15 Rn.172.
90) Krümpelmann, GA 1984, 508f.
91) Bindokat, “Versari in re illicita und Erfolgszurechnung,” JZ 1977, 550.
92) Vgl. Kienapfel, “Die Fahrlässigkeit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s 

Strassenverkehrs,” ZVR 197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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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A. 규범론적 근거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이 위반한 (금지명령)규범의 규범적 의미내용이 구체

적으로 발생된 결과의 회피․방지와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발

생을 당해 규범의 위반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야간주행을 

하는 자전거가 라이트를 켜야 할 것이라는 규범은 그 자전거가 다른 차량이나 

통행인과 충돌해 발생하는 생명․신체․재산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회피․방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자전거의 전방을 주행하는 등화하지 않은 자

전거를 비추어 그 자전거와 다른 자동차나 통행인과 충돌해서 발생하는 생

명․신체․재산의 법익침해를 회피하고자 설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자와 
같은 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 다면, 그 결과는 행위자의 등화하지 않은 주

행과 조건적 인과관계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규범은 결과회피 목적의 합리적 수단으로 설정된 것으로서,93) 그 위반으로부

터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결과의 발생에로 이르느냐가 통상인에게는 인식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동시에 규범위반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나 방책(예컨대 저속으로 전방
을 주시하면서 주행하는 등)을 취함으로써 결국 결과를 회피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94) 만약 규범이 그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까지 규범위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든 규범에 위

반하는 행위를 모두 억제하지 않으면 처벌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행

동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결과책임에 의한 과

다한 자유제한을 피하기 위한 귀속제한의 원리가 규범의 보호목적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B. 위험실현과 규범의 보호목적

구체적 결과발생이 위반한 규범의 보호목적 내에 있을 때에만 결과가 행위

93) Puppe, “Kausalität der Sorgfaltspflichtverletzung,” JuS 1982, 663은 발생한 종류
의 결과방지가 규범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그것은 규범이 일반적으로 방지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94) Jakobs, Studien zum fahrlässigen Erfolgsdelikt, 1972, S.35는 이를 전형적 위험

(Modellgefahr)이라는 사고로 연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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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이 보호목적이론은 Müller, Engisch 이래의 ‘위법성

관련’의 사고법을 이어받으며 위험실현판단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95) 

논자에 따라서는 위험증가원리를 포함시켜 보호목적이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96) 위험실현이 없으면서 규범이 당해 결과회피목적에 유효하지 않았던 

경우를 규범의 보호목적 밖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던 경우와 규범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서로 이

질적인 점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Schünemann에 의하면 위험실

현은 추상적으로 유용한 규범이 구체적으로는 무익하게 되는 경우를 문제로 

하고, 보호목적관련성은 구체적으로 유용한 규범이 추상적으로는 당해 법익의 

보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문제로 한다.97) 이러한 의미에서 결과를 규범위

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에 돌리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위험실현판단에 양

자를 포함시키면서, 두 가지를 병렬적인 입장에 서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기로 
한다.98)

C. 논의되는 사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Burgstaller가 많은 사례에 본 이론을 적용해 보이

고 있다.99) 예컨대 교통법규의 목적이 ‘장소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사고 방지’

에 있으므로 그러한 범위를 넘은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는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A지점에서 속도위반을 하 는데 얼마 후 B지점에 이르러서 피해자
와 충돌한 사례,100) 네거리에서 신호위반 후 다른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

95) 보호목적을 위험실현과 같이 보는 시각도 있다(Vgl. Rudolphi, JuS 1969, 552). 
96) Schlüchter, “Grundfälle zur Lehre von der Kausalität,” JuS 1977, 106.
97) Schünemann, JA 1975, 716. Jakobs가 일반적 규범목적(전형적인 위험실현에 관

련된다)과 특수한 규범목적(개별사례에서 부정될 수 있다)으로 구별하는 취지도 마찬가
지라고 보여진다(Vgl. Jakobs, AT, 7/73ff., 79ff.).

98) Roxin, “Zum Schutzzweck der Norm bei fahrlässigen Delikten,” FS-Gallas, 
1973, S.242f.

99)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99ff.
100) 과속제한 규범은 그 시점에서의 속도초과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의 방지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시각 특정시점에 차량이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보호목적이론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인
과관계 판단은 교통상 결정적 사태의 개시 이후만을 대상으로 행한다고 하여 같은 결

론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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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사례가 제시된다. 또 차량의 우측통행 규범에 위반하여 좌측 차선으로 주

행 중에 우측으로부터 횡단해온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우측주행을 했을 때보다 도리어 회피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헤드

라이트 등화규정은 후속차량으로부터 충돌당하지 않는다는 목적까지도 갖고 

있으나, 다른 자전거가 제3자와 충돌당하지 않게 하는 목적은 갖고 있지 않다.

치과의사 사건도 보호목적이론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어금니를 발치하기 위해 클로로에틸로 전신마취를 시행했는데 심막염이었던 피

해자가 사망하 다. 피해자는 미리 심장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기에 치과의사는 

내과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에 마취를 해야 되었다. 이 환자의 경우 진찰에 의해 

심막염 진단이 내려졌는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에 내과의사의 진찰을 거쳤다

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만큼은 피해자의 사망이 늦어졌을 것이므로, 구체적 결과

가 진찰의뢰없이 행한 발치행위에 돌려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규범의 보호목적이론에 따르면 마취 전에 내과의사의 진찰을 명하는 

규범은 체질이나 질병에 의한 마취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마취실시를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게 된다.

이러한 보호목적 외에 있는 결과가 만약 규범을 준수했더라면 (우연히) 회

피할 수 있었던 경우, 그것은 반사적 보호효과에 지나지 않으며101) 귀속의 근

거로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D. 보호목적이론에 대한 검토와 평가

1. 주의의무내용의 명확화와 주의의무위반에의 결과귀속

자전거 헤드라이트를 등화하지 않고 주행한 교통규칙위반으로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우선 인정되는가? 아니면 선행자전거의 안전에 관한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했다고 인정되지 않는가? 과실범에서 주의의무내용의 확정은 

가장 곤란한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교통규칙위반 그 자체만

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안전판을 갖추어 두고 있다. 통

상적인 경우에는 교통규칙위반이 존재하면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이 쉽게 인

정된다는 점에 이러한 주의규정의 실제적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교통법규에 

101) Krümpelmann, “Schutzzweck und Schutzreflex der Sorgfaltspflicht,” FS-Bockelmann, 
1979, S.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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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했는가 아닌가가 주의의무위반 존부의 중요한 판단자료이기는 하지만, 결

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의 내용은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규칙위반 그 자체에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102) 과실범의 처벌근거가 있다

고 한다면, 과실범에서 주의의무확정이라는 관점을 떠나 결과귀속에서 ‘보호목

적’을 규범적으로 한정하는 사고법이 가능하고 또 유효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와 같이 보호목적이론은 규칙위반과 결과회피와의 의미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론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보호목적이론은 규칙위반으로부터 주의

의무위반을 곧바로 인정하는 경향을 조장하는 면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어쨌든 규칙위반이 있는 경우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가를 결정하

기 위해 즉 주의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규범의 보호목적이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규칙위반으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결과귀속을 제

한하기 위해 규범의 보호목적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다.

2. 보호목적의 구체적 판단

(a) 개별규칙의 보호목적

보호목적을 논하는 규범이 교통규칙, 의료규칙 등과 같은 개별적 규칙일 경

우와 살인죄, 상해죄,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의 규정과 같은 일반적인 구성요

건일 경우와는 다소 그 양상을 달리한다고 보여진다. 개별규칙의 보호목적은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위에서 본 교통규칙들이나 치과의사 사례

에서 보여진 해결은 판단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리한다고는 그리 생각되지 않

는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 판단이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추
월에 관한 규칙은 위반한 추월에 놀란 운전자가 ‘심장마비에 의해서’ 일으킨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은 갖고 있지 아니하다. 하지만 놀란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방지는 규범의 보호목적 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추월규칙의 목적들 중 하나가 추월당하는 

운전자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에 있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이 심장마비냐 

오동작이냐는 묻지 않는다는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
과경과를 어디까지 고려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얽힌 경우, 그 판단은 반드시 

102)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입장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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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어떤 개별규칙에 관해 결과

가 보호목적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과실범의 불성립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규칙에도 위반하고 있으면 그에 관하여도 보호

목적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때 규칙의 형태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은 

주의의무위반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호목적이론은 개별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역에서는 그 보호목

적을 부정하는 방향에서 판단을 유형화시켜주는 정도의 의의만을 가지는 것 

같이 생각된다.

(b) 일반적인 구성요건의 경우

개별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과실치사 구성요건 등의 보호목적은 

그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이 널리 자각되고 있다.103)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보
호목적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있다. Otto는 과실치사 등의 조문의 

보호목적을 해석이나 형법전 체계와의 관계에서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타당한 귀속범위에 관한 실질적 구성요건해당성 문제로 취급된다고 한

다.104) 이와 달리 여기에서도 보호목적이론을 쓰려는 입장은 종합적 가치판단

에 의하게 된다.105) Burgstaller는 (개별적인 규칙의 보호목적의 판단방법이기

도 하지만) 보호목적을 너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 특히 생명․신체의 보호
라는 등 법익을 단위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당해규정의 위반에 전형적인 

위험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한다. 즉 사태의 자연스러운 경과나 일반적인 생활

경험 밖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상당성기준도 보호목적 속에 들어있게 된다.106) 

또 Rudolphi는 포괄적 이익형량이라는 이상으로 상세한 기준을 들고 있지 않

으나, 판단할 때의 관점으로서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구체적 결과야기 

사태의 가능성을 고려에 넣어, 그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지워져 있는가’라는 점을 지적한

103) Schlüchter, JuS 1977, 108.
104) Otto, NJW 1980, 419. 이에 대하여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S.341는 보호목적이론을 보호범위이론에 가까운 내용으로 이해하여, 과실치사죄 등의 
해석이 이 이론의 본래의 역이라고 한다.

105) Rudolphi, JuS 1969, 552.
106)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08f. 여기에서는 규범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과의 한계가 불명확해진다.



2002. 12.]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259

다.107) Krümpelmann은 어느 개복수술이 과실치사죄의 보호목적 내에 있느냐 

아니냐의 판단에 있어 수술이 고통을 1일 연장시키는 것뿐인가 생존할 기회까

지도 초래하는 것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108) 또 어느 의무위반이 구성요건

을 기초지우는가 아닌가의 판단은 당해 상황 하에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피해자는 어떠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규범적 요청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109)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아도 이것이 판단의 명확화에 반드시 쓸모가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극히 규범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에 머

물러 있다.110) 그리하여 현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설명으로는 되지 못하고 결론만

을 제시하는 이론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 소결

이상에서 과실범의 경우를 중심으로 생각해 왔는데. 요컨대 규범의 보호목

적이론은 (개별적인 규칙에 적용되는 경우이든, 보다 포괄적인 구성요건에 적

용되는 경우이든) 사안이 ―객관적으로 따라서 입법자가 전제로 삼은― 사례

의 전형화 틀 안에 속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형화 사고방식과 가까울 수 있는 면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판단기준 

정 화에는 별로 유효하지는 못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Ⅵ. 자기책임성원리(규범의 보호 역이론)

A. 이론적 근거

규범의 보호목적이론이 형법적 내지 개별적인 규칙과 같은 형법외적 규범은 

‘행위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형적 경과’를 상정해서 설정되어 있다는 전제로

107) Rudolphi, JuS 1969, 551.
108) Krümpelmann, GA 1984, 494.
109) Krümpelmann, GA 1984, 503f.; Vgl. Krümpelmann, “Die normative Korre-

spondenz zwischen Verhalten und Erfolg bei den fahrlässigen Verletzungsdelikten,” 
FS-Jescheck, 1984, S.327.

110) 임웅, 형법총론,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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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출발하는 귀속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규범의 보호 역이론 내지 

자기책임성원리는 법공동체의 구성원은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역 내의 법

익은 자기책임 하에 보전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법익침해결과가 ‘규범

위반자의 역’이 아니라 ‘타자(피해자이든 제3자이든)의 역’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타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규범위반자는 이미 그것

과는 관계없다는 사고에 입각해 있다.111) 그리하여 결과가 타인의 책임 역이

라면 귀속연관성은 끊어지게 된다. ‘법주체마다의 역을 나눈다’고 하는 민사

법 역에서 낯익은 사상에 서 있는 이 이론은 실제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한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발전하 고, 이것이 형법에 수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12) 행위자의 행위와 조건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결과가 행위자가 

책임져야 할 역 내의 것인가 ―그 행위를 규범위반행위로 보았을 때에, 결

과가 당해 규범의 보호 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이 여기

서의 문제이다.113)

사례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피해자의 자살행위, 자상행위 혹은 자기위태화행위’가 개입된 

경우이다. 행위자가 침해의 위험에 빠지게 한 법익을 다른 사람이 구조하려고 

하여 이때 이 구조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상해결과를 최초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도 여기서 논해진다(구조자 사례). 둘째로 제3자 혹
은 행위자 자신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이다. 셋째로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피해

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그 상해를 기초로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

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특히 첫 번째 상해가 후유증의 형태로 잔존하고는 있

111) Roxin, FS-Honig, S.143에서 보호범위의 한계를 이루는 것은 제3자가 스스로 
창출한 위험에 의한 책임인수라고 하여, 보호범위이론은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표
현할 수 있다고 한다. Roxin, AT I, § 11 Rn.90ff.는 이를 구성요건의 범위라는 카테고
리로 파악하고 있다. Vgl. Otto, NJW 1980, 422.

112) 형법에 수입된 것은 Rudolphi에 의해서라고 한다(Schünemann, JA 1975, 716).
113) 이러한 생각에는 이미 거부되었던 예전의 소위 소급금지 ―제3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된 경우는 인과관계가 중단되고, 단순히 과실이 개입된 경우는 인과관계
가 중단되지 않고 행위자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론의 올바른 측면이 고

려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소급금지이론은 일반적인 과실범이론에서는 모순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Roxin, “Bemerkungen zum Regreßverbot,” FS-Tröndle, 
1989, S.177ff.). 그러나 인과관계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인과사태에 관여한 여러 사람들
의 책임 역을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발

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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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행동이 그 상해 때문에 제약되어 있

는 경우가 문제된다. 예컨대 교통사고에 의해 다리를 잃은 피해자가 20년 후

에 다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리가 부자유해서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사망

한 것 같은 사례이다(사후피해). 넷째로 피해자가 정신적 쇼크로 신체상해의 

결과를 입은 경우이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했기 때문에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쇼크에 빠진 사례가 생각되고 있

다(쇼크에 의한 피해).

자기책임성원리 내지 규범의 보호범위이론은 이들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단

일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례유형마다 ―유사사례와의 균형 등 여

러 가지 규범적 고려에 따라― 귀속의 유무를 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라고 생

각된다. 따라서 각 유형에서 주장되는 판단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당부가 문제

되는 것이다. 자기책임성의 원리 혹은 보호 역이라는 말로써 실질적인 해결

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유형마다 어떠한 규범

적 고려에 의해 어떠한 해결이 제안되고 있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B. 사례유형의 고찰

1. 피해자의 자살/자상/자기위태화

행위자가 과실로 권총을 방치했는데 타인(피해자)이 이것을 사용해서 자살

한 경우 행위자를 불가벌로 하는 것이 자기책임성원리의 논자에 의해 널리 지

지되고 있다. 고의에 의한 자살관여가 독일에서는 불가벌이므로 당연히 과실

에 의한 경우도 불가벌이라는 것을 논거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상행위나 

자기위태화행위를 과실에 의해 가능케 한 경우는 더욱더 불가벌이 된다.114)

자살이나 자상에의 관여가 불가벌이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그리

고 완전책임능력 하에서 자살 등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배후자가 간접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살인죄 구성요건 등에 해당한다. 또한 행위자가 피해자의 보증인

적 지위에 있는 경우 혹은 피해자보다 우월한 사정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115)

114) 음주운전하는 차에 동승시켜 달라고 졸라 동승했는데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
를 들 수 있다.

115) Jescheck/Weigend, AT, S.288; S/S-Lenckner, Vor § 13 Rn.1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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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은 자유롭고 자기책임적인 인간행위가 개입됨에 의해 원래 행위

자에게의 귀속연관성이 끊어진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귀속의 역에 속하는 것

이다. 이를 피해자의 승낙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는 피

해자의 승낙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하지 않아도 인

정되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치료거부

행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혈 기타 치료조치를 거부했기 때

문에 사망한 경우에 그 결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치료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입법자가 결단한 이상,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전가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거부가 예견가능하더라도, 이 결

론에는 변함이 없다.116)

물론 여기서 치료거부는 임의로 한 것이어야 한다. 경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치유가 되어도 극심한 고통이 속되는 중상이라고 말해 치료를 단념시켰을 

경우, 치료비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념한 경우 등 치료거

부에 이르게 된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Burgstaller는 피해
자가 중과실로 회복을 거절한 경우에까지 불귀속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117)

피해자가 질병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이 있을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으므로, 

치료거부가 어느 때 임의라고 할 수 있는가, 판단에 하자가 있는가 등 미묘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거부가 귀속을 부정한다고 하는 결론118)보

다, 그 한계의 판단기준이 중요한 것 같이 생각된다.

3. 구조행위

방화 등에 의해 행위자가 위험에 빠뜨린 법익(예컨대 유아의 생명, 재산)을 
구조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신체를 위험에 노출시킨 구조자가 그 때문에 사

망 내지 부상한 경우, 그 결과를 원행위자(방화자 등)의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느냐가 여기서 문제된다. 구조가 법적으로 의무지워져 있는 의무적인 구조

116) Roxin, FS-Gallas, S.248. Vgl.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21;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S.346.

117)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22f.
118) 자기책임성원리에 의한 이러한 결론은 법익보호필요성의 상실 등으로 설명하

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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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아니면 임의적인 구조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결론과 근거지움은 논자

에 따라 다르다.

(a) 의무적 구조와 임의적 구조 모두 원래행위자에게의 귀속을 부정하는 견해

단순한 통행인과 같이 구조의무를 갖지 않는 자가 연소하는 가옥에서 유아

를 구출하고자 시도하여 죽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에 원행위자에게 귀속을 인

정하면, 구조자는 자기의 死傷이 원행위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행위자

를 고려하여 구조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119) 또 원행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에게 사상의 결과가 돌아올 염려가 있는 타인의 구조행위 자체를 싫어하게 된

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위험에 처한 법익의 구조를 위축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귀속은 행하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임의적 구조의 경

우에 귀속을 부정하는 구조위축의 방지라는 근거는 극히 정책적이며, 반대의 
입장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구조의무있는 구조자의 사상이 원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음은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다. 즉 법이 구조의무를 부과하고 구조를 방해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원행위자에게 전가시킬 수

는 없다는 것이다.120) 구조자가 사상할 가능성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구조를 의무지우고 있을 때에는, 그 사상은 법에 의해 
감수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 방지를 위해 원행위자에게 제재가 과해

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법이 구조의무를 부

과한 취지에 관하여 정반대인 해석도 주장되고 있다. 원행위자에 의해 위태화

된 법익과 구조자의 법익을 비교형량한 전제 위에서 법이 구조를 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조자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피위태화법익을 구조함을 

의무지우고 있다는 견해이다.121)

(b) 의무적 구조의 경우 원래행위자에게의 귀속을 인정하는 견해

구조의무를 가진 자는 그 자신의 생명․신체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구조

119)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15. 이러한 이유를 Roxin, FS-Gallas, 
S.248은 의무적 구조자에 관하여서 들고 있다.

120)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15; Roxin, FS-Gallas, S.247.
121) SK-Rudolphi, Vor § 1 Rn.81;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S.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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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원행위자는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에게 구조자의 

사상을 귀속할 수 있다고 한다.122) 구조자에게 위험을 준 것은 법질서가 아니

라 역시 원행위자라는 것이다.123)

의무적 구조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법질서에 의해 감수되고 있는 것인가, 그

것까지도 포함하여 원행위자의 위험창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인가는 일률

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연히 유아가 현존하는 가옥에 
방화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나선 모친이 소사한 경우와 화재가 있으면 구조활

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방관에게 방화로 인해 그 생명․신체를 위험에 

노출시킬 기회를 만들어내어 소방관이 소사한 경우에, 방화범에게 그 사상의 

결과를 귀속시키는 것의 타당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적 구조에 관하여는 다시 그 경우를 나누어 (i) 원행위자가 창출

한 위험원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화재 그 자체 때문에 사망했다고 할 수 
있을 때, 예컨대 연기에 싸여 사망한 때)에는 원행위자에게 귀속되고 (ii) 피해

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위험원으로부터 발생했을 때(구조하기 위해 들

어간 가옥의 계단이 급했기에 전락하여 부상당한 때)에는 귀속시키지 않는다

는 Schünemann의 견해는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보여진다.124)

친권자․소방관 등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를 지고 있는 자라도 구체적인 경우

에 어디까지 의무를 지는 것인가? 이는 위태화된 법익의 중요성, 구조가능성, 
구조행위의 위험성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구조되

는 법익과 구조자의 법익 사이에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이미 원행위자에게 귀

속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125) 법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은 구조행위가 존재

한다고 할 것인가 하는 관점, 구조행위가 합리적인가 경솔한가 하는 관점에도 

관련된다. Wolter는 ‘경솔한 구조자’에게 생긴 피해는 그 자신에게 돌아가야 

하며, 그 이유는 법공동체도 원행위자도 웅적 행위를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126) Jakobs는 임의로 ‘만용을 보인 구조자’의 경우에 구조자 자신

122) LK-Schroeder, § 16 Rn.206.
123) SK-Rudolphi, Vor § 1 Rn.80.
124) Schünemann, JA 1975, 722;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S.344 Anm.50.
125) Vgl. Rudolphi, JuS 1969, 557. 임의적 구조에서도 법익의 균형이 있는 경우에

는 귀속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Vgl. LK-Schroeder, § 16 Rn.202.
126)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S.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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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속하면 예상기대배반의 해결로서 충분하지만,127) 원행위자가 만용회피

의 보증인일 때 또는 만용이 위험상태로부터 설명될 수 있을 때에는 예상기대

배반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행위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128) 또 

임의적 구조자가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원행위자에게 예상기대배반

의 원인을 구해서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129)

4. 추적행위

원래행위자가 범죄를 범하고 도주 중 이를 추적한 자가 전도되어 부상을 입

었을 경우, 이 결과를 원래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Roxin은 추

적자가 자유로이 행위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살관여가 독일에서 불가벌인 것

과의 균형상 귀속이 부정되고, 경찰관 등 법적 의무에 따라 추적했을 때에도 

원행위자가 이를 저지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속을 인정할 수 없

다고 한다.130) Schünemann은 구조행위에서와 같이 추적자의 피해가 원행위자

가 새로 창출한 위험에서 발생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나누어야 된다고 한다.131)

5. 동의한 타자에 대한 위태화

자동차 운전자가 동승자의 동의를 얻어 고속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상시킨 것 같은 경우이다. 사건에 대한 지배가 최후까지 행위자의 

손에 있음이, ‘피해자의 자기위태화에 관여한 경우’(위의 1-4)와 다르다. 피해자

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타자의 위험에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위태화와 같이 취급하는 입장132)과 다르게 보는 견해133)가 있다. 

하지만 전자의 입장도 결국 모든 중요한 점에서 자기위태화와 동등할 때에는 

과실책임을 부정한다. 이 동등성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는 대체로 위태화된 자

127) Jakobs, “Regreßverbot beim Erfolgsdelikt,” ZStW 89(1977), 32. 여기에서 만용
이란 구조자가 도를 넘어 제3자 또는 자기의 법익을 위태화하여 예상기대배반의 위험
을 증대시킨 경우를 말한다.

128) Jakobs, ZStW 89(1977), 34.
129) Jakobs, ZStW 89(1977), 32.
130) Roxin, FS-Gallas, S.249.
131) Schünemann, JA 1975, 722.
132) Roxin, FS-Gallas, S.250ff.
133) Schünemann, JA 1975, 72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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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정도로 위험을 인식하고, 피해가 다른 과오가 아니라 당해 위험의 결

과이며, 위태화된 자가 공동행위에 관해 위태화한 자와 같은 책임을 지고 있

을 때(이를테면 급한 일 때문에 운전자에게 고속운전을 강제한 동승자) 동등

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는 <위험의 전체를 살필 것>, <자

유로운 합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134) 그렇게 되

면 행위자의 위험행위로부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 중 어디까지를 피

해자가 인식하고 동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중심인 것으로 될 것

이다.

Schaffstein은 이 유형을 피해자의 동의로서 처리한다. 과실범에서의 피해자

의 동의는 침해결과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위태화에 대한 동의만이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오토바이에 동승함으로써 부상하는 데까지 동의가 있었다면 치

사의 결과에까지 동의가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135) 이러한 위법성단계에서의 
해결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지 않은 다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행위의 위법

성이 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호범위부정이라는 구성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136) 또 위태화에 동의한 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

리라고 믿은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6. 제3자의 고의행위/과실행위

지금까지 말해온 사례유형은 피해자의 사후적 관여가 있는 유형인데, 제3자

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개재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이유로 귀속이 부정되는가?

(a) 제3자의 고의행위가 개입된 경우

법익침해과정에 제3자의 고의행위가 개입되어 있어도 원행위자가 처음부터 

이것을 이용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원행위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은 공범이나 고의있는 도구에 의한 간접정범의 존재에서 볼 때 명백하다.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과실에 의해’ 제3자의 고의침해행위를 가능하게 

134) Schünemann, JA 1975, 723.
135) Schaffstein, “Handlunsunwert, Erfolgsunwert und Rechtfertigung bei Fahrläs-

sigkeitsdelikten,” FS-Welzel, 1974, S.565ff. 
136) Schünemann, JA 1975,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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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다.

예전의 소급금지론은 이 경우에 귀속을 부정하기 위해 주장된 것이다. 대립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귀속대상을 선별해내는 기준으로서 소급금지론에 새로

운 해석을 준 Jakobs도 귀속을 부정한다.137) Burgstaller는 주의의무규범의 보

호목적 외에 있는 것을 이유로 역시 귀속을 부정한다.138)

그러나 다른 사람의 중과실, 고의행위라 할지라도 예견불능인 것은 아니
다.139) 또 범죄행위가 행해질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 이를 촉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Rudolphi는 원칙

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이 적법하게 행

동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제3자가 범죄행위를 행하는 구체적 징

후가 보일 때에는 이를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동시에 행위후의 사

태에 대한 보증인인가도 고려된다고 한다.140) Woter는 개입행위가 원행위자에
게 인식가능한 것이라면 귀속된다고 하고, 다만 제3자의 당해 범죄행위가 행

해질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로서 그 범죄가 결의되어

진 것이 인식가능하고 또한 원행위자의 행위종료에 곧 이어서 그 행위가 행해

졌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

다.141)

(b) 제3자의 과실행위가 개입된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과오라는 형태로 실제적으로 자주 문제가 된다. 자기책임원

리 혹은 보호범위이론의 논자들 중 많은 사람이 신뢰의 원칙을 원용해서 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 Rudolphi에 의하면 신뢰원칙의 적용에서 제3자가 작위에 

의해 결과를 야기했을 때에는 제3자에게만 귀속이 된다. 하지만 제3자가 단지 

부작위에 의해 결과회피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원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이 실현

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원행위자에게도 귀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142) 원행

위자 자신이 주의의무위반을 범하고 있지만, 이 경우 신뢰의 원칙의 원용을 

137) Jakobs, ZStW 89(1977), 24ff.
138)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17.
139) Vgl.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17.
140) SK-Rudolphi, Vor § 1 Rn.72.
141)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S.348f. 
142) SK-Rudolphi, Vor § 1 Rn.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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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해야 할 것은 아니다.143) Wolter도 의사의 과오를 예로 들어 문제는 그 예

견가능성이나 통계적 빈도는 아니며, 그 부존재에의 신뢰가능성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의무위반적 침해의 부존재를 신뢰해도 좋다. 실현된 것은 

원행위자의 침해가 기초지운 사망의 위험이 아니라 다른 위험이라고 한다.144)

이와 같이 신뢰의 원칙과 위험의 실현을 병렬적으로 논할 때 두 관점의 관

계는 어떠한 것인가? 앞에서 Rudolphi는 제3자의 의무위반이 없음을 신뢰해도 
좋은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제3자의 의무위반이 부작위에 그친 때에는 원

행위자에게 귀속해야 할 것이라고 하 다. 위험실현의 관점을 우선시키고 있

는 것이다. Burgstaller는 개입행위가 결과를 단지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개

연적인 것으로 하여 결과에 대해 지배적인 경우 즉 중과실행위가 개입한 경우

에는, 원행위자에게 귀속이 형법의 목적상 이미 명해져있지 않다고 한다.145) 

Schünemann에 의하면 원행위자가 입힌 상해가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이었기
에 수술을 필요케 하고 수술이 실패하 을 때에는 원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의 

실현이 있으나, 생명에 위험이 없는 상해의 수술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

는 의사에 의해 새로이 설정된 위험에 의한 사망이어서 원행위자에게는 귀속

되지 않는다.146)

이와 같이 볼 때 위험실현의 내용으로서는 원행위자의 행위의 향력에 착

안한 사고가 취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자기책임성원리 내지 규범의 
보호범위이론이 법주체마다 역을 나누고 그 안에서의 법익침해결과에 관해

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고에 서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행위의 향력이 

함께 공동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역 즉 주변부분으로 감에 따라 행위자의 

향을 줄여 간다고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호범위의 한계를 어

디에 긋느냐에 관해서는 사태의 향력이라는 사실적 요소에 중요한 의미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제3자의 고의․과실이 개입한 
경우로 한정할 수 없는 ‘후속사고’ 유형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

로 보인다. 예컨대 행위자가 입힌 상해에 의해 입원한 피해자가 병원 안에서 

유행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에 ‘상해에 의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있었

143) Rudolphi, JuS 1969, 556 Anm.53; Roxin, FS-Gallas, S.257ff.
144) Wolter,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S.347.
145)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19f.
146) Schünemann, JA 1975,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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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감염되었느냐’, ‘통상시보다 감염되기 쉽게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가 행위자에게의 귀속기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사실적 향력의 

중시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147)

7. 후유증

원행위자가 입힌 상해가 피해자에게 장애로 남아 그것이 관계되어 다시 부

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는 원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148) 보호범위가 앞선 상해가 치유된 시점에로 한계지워진다는 것이

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제2사고를 원행위자가 예방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저

지시킬 수 없는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하는 원리로 설명하기도 하고,149) 후일 
생길 수 있는 생명․신체의 위험은 후유증을 준 상해의 처벌에서 충분히 평가

되었던 것이라고 근거지우기도 한다.150) 또 형법의 보충성을 근거로 법정책적

인 이유를 들기도 한다.151)

피해자에게 남은 장애가 사회생활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의해 생

길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행위자의 상해행위 특유의 것이며 그래서 제

2의 피해도 발생했다면, 위험실현을 긍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152) 예컨대 행위
자가 특수한 독을 써서 피해자에게 속적인 신체마비를 오게 했는데 이 마비

가 관여되어 다시 특유한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그 독에 대해 형성되었던 

항체 때문에 치유가 방해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들 수 있다.153) 그러나 

이러한 위험실현이 긍정되는 경우는 극히 희소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후유증

147) Burgstaller, Das Fahrlässigkeitsdelikt, S.126; SK-Rudolphi, Vor § 1 Rn.76.
148) 귀속을 긍정하는 입장으로는 Scherf, Aids und Strafrecht, 1992, S.48ff.; 

Scheurel, AIDS und Strafrecht, 1992, S.267ff.; Jakobs, AT, 7/81.
149) Roxin, FS-Gallas, S.256.
150) SK-Rudolphi, Vor § 1 Rn.77.
151) Frisch, Tatbestandsmäßiges Verhalten und Zurechnung des Erfogs, 1988, 

S.500ff., 505.
152) 시효기간을 고려하고 또 위험의 정도와 진행형태, 그 위험이 고의에 의한 것

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자는 견해로는 Schlehofer, “Risikovorsatz 
und zeitliche Reichweite der Zurechnung beim ungeschützten Geschlechtsverkehr eines 
HIV-Infizierten,” NJW 1989, 2025. 또 이와 비슷한 입장으로는 Gómez Rivero, 
“Zeitliche Dimension und objective Zurechnung,” GA 2001, 287ff.

153) Vgl. Roxin, AT I, § 24 Rn.44. 또한 Otto, “Grenzen der Fahrlässigkeitshaftung 
im Strafrecht,” JuS 1974, 709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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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생긴 피해에 대하여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

준도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8. 쇼크상해

근친자의 사고를 듣게 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쇼크라는 상해는 근친

자에게 사고를 야기한 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어 있

다. 사고방지를 위한 규범의 보호목적 내에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명쾌한 설명이라고는 볼 수 없다. Schünemann은 사고를 전할 때에는 

조용히 전하라는 특별한 주의의무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쇼크의 유무는 행

위자에게는 전적으로 우연적이며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154)

커다란 음향으로 물리적 자극을 주는 경우와 달리, 고지를 통해서 사람을 

쇼크로 빠지는 것은 (일정한 정도를 넘은) 예견가능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

고, 과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심장병을 앓

고 있으며 예견이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원행위자의 사

고의 특수한 위험이 실현되었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쇼크상

해는 거의 모든 경우 원행위자에의 귀속은 부정될 것이다.

Ⅶ. 맺으며

A. 객관적 귀속이론의 불법론적 의의

객관적 귀속이론은 범죄론 체계화의 산물이라고 보여진다. 독일형법학은 이

러한 체계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고 해결하 다. 이미 존재하고 있

었던 사고들을 더욱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또 새롭게 전개시키는 작업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예컨대 불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론은 19세
기에 발전되기 시작했지만 20세기에는 극도로 발전되었다. 이 불법론 역에

서는 실질적 위법성론의 전개가 먼저 시작되었고, 목적적․인적 불법론을 거

쳐 객관적 귀속이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Roxin의 객관적 귀속이론이 별다른 수정없이 ―개별논점에서 작은 비판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의 객관적 귀속이론

154) Schünemann, JA 1975,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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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15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귀속이론은 행위불법을 객관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행위불법을 목적성에 

의하여 규정한다. 그러나 과실범의 행위불법은 목적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과실범의 행위불법을 Roxin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
로 정의한 것이다.156) 그는 동시에 이러한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개념은 고의범

에도 공통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157)158) 이렇게 본다면 객관적 귀속이론은 

결과귀속에 있어서보다는 행위귀속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결과귀속과 관련해서는 목적적 행위론자들과 같이 

객관적 귀속이론이 아주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

다. 종래 전통적으로 구성요건배제사유나 위법성조각사유로 다루어져 왔던 것
들을 단지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하여 객관적 구성요건

에 배치시켰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도 그 의의가 결코 적

지 않다고 생각된다.

B. 형법 제17조의 해석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라는 표제를 가지고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본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자마다 실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결국 어떠한 해석도 가능하다는 결론 밖에는 확실한 것이 없는 실

정에 있다. 이제 별로 정교하지도 못하고 거칠고 단순한 견해를 별다른 여과

없이 던지는 듯하여 주저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

155) 정범이란 형식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데, 그러한 정범이 실질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파악함에 있어 ―정범으로서의 의사라는 
주관설에 구하지 아니하고― 행위지배라는 개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구성요건해당행위란 실질적으로 무
엇인가 하는 논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며, 이것이 객관적 귀속이론으로 전개되어
진 것 같이 생각된다.

156) Roxin, AT I, § 24 Rn.10ff.
157) Roxin, AT I, § 11 Rn.44.
158) 여기에서 1980년대 일부에서(대표적으로 Herzberg) 주장되었던 객관적 고의개

념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의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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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조문은 행위와 위험발생 사이에 연결이 없으면 결과로 벌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렇다

면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즉 그 행위는 결과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지만 행위로 인

하여는 처벌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어떤 

“행위”는 이미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가진 행위’를 의미한다.159)

다음으로 이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가진 행위가 또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

에 연결되어야 비로소 기수로 처벌된다. 본 조는 결과범을 전제로 하는 규정

이다. 따라서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이라고 할 때의 ‘죄’는 ‘결과범’을 의미

한다. 그렇다면 이때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으로 연결되어야 함은 구체적 결

과를 야기시킨 위험발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죄의 

요소되는 위험이란 ―죄의 요소로서 결과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이

다― 결과에 실현된 위험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

17조는 결과발생의 위험성 있는 행위라도 구체적인 결과에 실현된 위험을 발

생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고 할 수 있다.160)

결국 형법 제17조는 위험실현의 측면만이 입법화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것이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한 것이든 객관적 귀속이론에 입각한 것이든 ―

그 점은 중요하지 않다― 두 학설의 본질적 내용이 되고 있는 위험실현의 측

면이 조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발생”을 ‘죄의 요소

되는 위험창출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

지 않다.161) 위험창출에 연결되지 않으면 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형법 제17조는 상당인과관계설의 중요한 일부분이 입법화되었다

고 말할 수도 있고,162) 객관적 귀속이론의 중요한 일부분이 조문화되었다고도 

159) 이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결과를 일으키
기에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위, 결과발생에 상당한 행위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
을 것이다.

160) 이건호, 전게논문(주 21), 30면 이하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161) 임웅, 형법총론, 135면 참조. 물론 여기에서 ‘위험발생’은 위험창출과 위험실현 

및 규범의 보호목적 등이 함축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가 미수범으로 처
벌한다는 법효과면에서 볼 때, 위험창출을 동 조문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162) 설사 이러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7조가 상당인과관계설
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입법자가 상당인과관계설을 파악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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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어쨌든 굳이 학문적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 형법은 객관적 결과귀

속의 중요한 원리의 하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형법 제17조는 상당인과관계설이나 객관

적 귀속이론의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두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보여진다. 

따라서 위험실현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7조를 상당인과관계설이 단
지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행위자에게 기수책임이 인정된다고 이해하는 입장

이라면, (다른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갖는 상당인과관계설

은 형법 제17조의 문언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결국 문언에 배치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서 위험실현을 상당인과관계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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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Die Bedeutung der objektiven Zurechnung im 

Hinblick auf die Normentheorie und ihre 

konkreten Inhalte

Yong-Sik Lee
*

163)

Die Straftat setzt die Normwidrigkeit voraus. Hier geht die objektive 

Zurechnungslehre des Erfolgs davon aus, dass die Straftat auf dem Verstoß 

gegen die Verhaltensnorm beruht. Was gegen die Verhaltensnorm verstoßen 

kann, ist die zweckhaft Außenwelt beherrschbare Willensbetätigung. Deshalb 

muss es die Handlung sein, der im für die Beherrschung der Außenwelt 

benutzbaren Maß wahrscheinliche Erfolgsverursachung anhaften. Wenn die 

Handlung die rechtlich mißbilligte Gefahr für den Erfolg nicht schafft, kann 

man sie schon die Zurechnung des Erfolgs möglich machende Handlung nicht 

nennen. Dabei liegt die Normwidrigkeit von vornherein nicht vor. Die erste 

Voraussetzung der objektiven Erfolgszurechnung ist daher die rechtlich 

mißbilligte Gefahrschaffung. Ihre materielle Bedeutung liegt in der Normwid-

rigkeit.

Die Norm verbietet die Handlung zum Zweck der Vermeidung der 

Rechtsgutsverletzung. Auch wenn die Handlung verboten und daher normwidrig 

ist, darf man den Täter aufgrund der Normwidrigkeit nicht bestrafen, wenn der 

Vervot im einzelnen zum diesen Zweck der Vermeidung der Rechtsguts-

verletzung nicht tauglich bzw. damit nicht zusammenhängend ist. Die zweite 

Voraussetzung der objektiven Erfolgszurechnung ist daher die Gefahrverwirkli-

chung im konkreten Erfolg. Die Gefahrverwirklichung ist die Voraussetzung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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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ür, dass die Normwidrigkeit in der Gefahrschaffung die Bestrafung als 

Erfolgsdelikte konkret begründen läßt. Hier kann man die Fälle zweierlei 

unterscheiden, in denen die Bestrafung aufgrund des Erfolges nicht geeignet 

ist; zum einen wo die Verbotsnorm zur Vermeidung des Erfolgs ‘tatsächlich’ 

nicht tauglich ist, zum anderen ‘normativ’ inhaltlich damit nicht zusammen    

hängend ist. In diesem Sinne sind die Risikoerhöhung und Schuzzweck der 

Norm betrachtet.

Eine solche Zurechnung kann am Prinzip der Eigenverantwortlichkeit 

scheitern. Nach unserer Rechtsordnung ist jeder nur für sein eigenes Verhalten 

verantwortlich. Man ist für das eigenverantwortliche Verhalten anderer 

Personen grundsätzlich nicht verantwortlich. Deshalb ist der Erfolg, der aus 

dem eigenverantwortlichen Verhalten anderer Personen -des Verletzten selbst 

oder Dritter- resultiert, jedenfalls tendenziell diesen selbst zuzurechnen. Von 

solcher Überlegung aus wird der Zurechnungszusammenhang immer dann 

unterbrochen, wenn es schlechthin um fremde Verantwortungsbereiche geht: sei 

es um Selbstgefährdungen, oder aber um den Verantwortungsbereich Dritter, 

was noch heftig umstritten ist.

Artikel 17 (Kausalzusmmenhang)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lautet: 

Eine Handlung ist nicht wegen des Erfolges bestrafen, insoweit sie mit Straftat 

konstituierendem Gefahreintreten nicht verbunden sein soll. Dieser Wortlaut 

wird von der Rechtsprechung und einem Teil der Literatur als Ad           

äquanztheorie interpretiet. Andere Auffassung geht davon aus, dass dieser 

Artikel auf der objektiven Zurechnungslehre beruhe. Man kann an diesem 

Artikel leicht erkennen, dass eine Handlung wegen Versuch bestraft werde, 

wenn sie mit Straftat konstituiertm Gefahreintreten nicht verbunden wäre. Der 

koreanische Gesetzgeber nimmt deshalb meiner Meinung nach den 

Gefahrverwirklichunggedanke auf: sei es um die Adäquanztheorie, sei es um 

die objektive Zurechnungslehre des Erfolges geht. Dieser Artikel regelt     

ausdrücklich den Gefahrverwirklichungaspekt und enthält deshalb nur einen 

Teil der Adäquanztheorie oder objektiven Zurechnungslehre. Über die üb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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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en Aspekte und Gedanken in beiden Lehren hat diese Vorschrift nicht 

gesetzlich geregelt. Der Kern dieser Vorschrift besteht in der Gefahrver-

wirklichung. Ob diese Gefahrverwirklichung im Sinne der Adäquanztheorie 

oder im Sinne der objektiven Zurechnungslehre liegt, ist nicht wichti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