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lawmaru.com 

제3강  위법성론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에 관하여 

Théodore Géricault, Le Radeau de la Méduse (The Raft of the Medusa) 

1818-1819. Oil on canvas, 491 × 716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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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법전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드물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에 대항해 어쩔 수 없이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되어 무죄인데요, 이런 걸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합니

다. 위법성에 관해 형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실제로 위법성을 깨는 사유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결국 어떤 경우 위법성이 있고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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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개념 
The Conception of the Illegality!

국가사회에 미치는 손해보다 큰 이념적·문화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는 적법하다. 

- W. Sauer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 

머 리 에  

구성요건 개념은 잡혔습니까? 오늘은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the plank of Carneades)'라는 

이야기로 위법성(Rechtswidrigkeit)을 배워볼까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

가 제시한 문제상황입니다. 

사 안  

기원전 2세기 그리스에서 배가 난파되어 승무원 전원이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혼자만이 매

달릴 수 있는 널빤지 한 조각을 붙잡고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 그 판자에 매달리려 했다는군요. 매달려 있던 사람(갑)은 두 사람이 매달릴 경우 널빤지

가 가라앉아 둘 다 죽게 된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구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 성 요 건  해 당 성  

1. 분명,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했다는 자체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2. "이것이 살인(murder)인가?"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갑  행 위 의  정 당 화  

1.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상황은 긴급피난(necessity)에 해당해 무죄(innocence)입니다. 

2. "이것이 살인죄(crime of murder)인가?"는 이유를 묻는다는 거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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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침입 사안 

구 성 요 건  해 당 성  

1. 뭔가 어렴풋이 느낌이 오나요? 하나 더 이야기해 보죠. 갑이 을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일단 갑에 관해 폭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이것이 폭행(violence)인가?"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을 폭행

죄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 정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갑이 '나쁜 짓'을 한 것일까요? 

1. 웬만해서는 갑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할 테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갑이 집에서 평화롭게 있던 어느 날, 을이 식칼을 들고 갑의 집에 침입해 갑을 때리고 협박

했다고 합시다. 이에 대항해 방어한 것이라면, 어느 누가 갑의 폭행을 보고 '나쁜 짓'이라 하

겠습니까? 

갑  행 위 의  정 당 화  

1. 다들 아시다시피, 뒤의 경우는 현행법상 정당방위(self-defense)로 무죄(innocence)입니다. 

2. "이것이 폭행죄(crime of violence)인가?"는 이유를 묻는다는 거죠. 

위법한 행위의 의미 

위 법 성 이  있 는  행 위와  위 법 성 이  없 는  행 위  

'나쁜 짓'은 참으로 정확하고 개념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한 용어이긴 한데, 법학에서는 그 말보

다는 위법한 행위(illegal act)라는 말을 씁니다. 즉, 

1. 나쁜 짓으로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illegal act), 위법성이 있다, 위법하다고 표현합니다. 

2. 나쁜 짓이 아니면, 위법성이 없는 행위(legal act), 위법성이 없다, 위법하지 않다고 표현합

니다. 적법한(lawful) 행위, 적법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강  위법성론                                                                                            160

http://www.lawmaru.com


www.lawmaru.com 

위 법 성 의  정 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말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legal order) 전

체의 원리(pinciple)와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사안 분석 

사 안  

1. 가령,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때린다면, 그 폭행행위는 공동사회의 법질서를 침범하는 것

이므로 위법합니다. 

2. 하지만, 한밤중에 자신을 위협하는 강도에 대항해 그 강도를 때린다면, 그 폭행행위는 공동

사회의 법질서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 무  이 유  없 이  사 람 을  때린  경 우  

1.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폭행입니다. 

2. 위법성까지 있는 행위: 폭행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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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도 에  대 항 해  사 람 ( 강 도 ) 을  때린  경 우  

1.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폭행입니다. 

2.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 폭행죄는 되지 않습니다. 

범죄체계상 지위 

범 죄 성립의  3 요 건  

그런데 어떤 행위가 범죄 내지 죄가 되려면, 

1. 우선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corpus delicti)에 

해당하고, 

2. 위법하게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범하여 위법성(il-

legality)이 인정되며, 

3.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행위자에게 

책임(responsibility)이 있어야 합니다. 

곧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범죄성립의 3요건입니다. 위 3요건을 모두 충족한 행위를 

비로소 범죄(crime)라고 부릅니다. 

3 요 건 의  관계  

구성요건해당성 있을 것이 위법성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또한 위법성까지 있을 것이 책임 판

단의 전제가 됩니다. 

1. 구성요건해당성 있는 행위 중 위

법성까지 인정되는 행위가 "나쁜 

짓"입니다. 법률용어로는 "위법한 

행위" 또는 "불법한 행위"라고 합

니다. 

2. 위법한 행위 중 책임까지 인정되

는 행위가 "못된 짓"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범죄" 또는 "죄"라고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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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순서  

위와 같은 개념에 따른 이론적 이유로, 나아가 그것이 유용하다는 실무적 이유로, 범죄성립 여

부는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순서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요건해당성조차 없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

다. 갑이 을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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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추정 
Presumption of Illegality!

연기라는 징표는 불을 인식하는 근거다. 그러나 연기가 있다고 항상 불이 난 것은 아니다. - 

M. E. Mayer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구 성 요 건 을  충족할  경 우  위 법 성  추정  

책임에 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니 걱정 마십시오. 다시 구성요건과 위법성 관계를 봅시다. 

1. 정당방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especial circumstances)이 없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행위는 웬만해서는 나쁜 짓, 즉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2. 이를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면 위법성이 추정(presumption)된다고 표현합니다. 

3. 즉,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 내지 불법한 행위로 추정합니다. 

추정 의  의 의  

여기서 "추정한다(presume)"는 말은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without especial circumstances), 추정한 그대로 인정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with especial circumstances), 추정이 깨져 다르게 인정합니다. 

추정 한  대 로  인 정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 어떤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폭행죄의 불법(위법)이 인정됩니다. 

2. 즉, 법절서 전체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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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이  깨 져 서  다 르 게  인 정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 추정이 깨져 추정한 것과 다르게 인정합니다. 형법학에서 이렇게 추정이 깨지는 것을 조각

(negat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유, 즉 추정을 깨는 사유를 조각사유

(reason for negating)라 부릅니다. 

2. 여기서, 위법성의 추정을 깨는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reason for negating illegality)라 

합니다. 원래 구성요건해당성 있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추정되는데, 정당방위 등과 같이 그 

추정을 깨는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당방위 등이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3. 즉,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질서 전체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

법성조각사유를 정당화사유(justification)라고도 부릅니다. 

명예훼손 사례 

위 법 성 의  추정  

갑이 사람들 앞에서 "을이 2013. 4. 20. ◇◇◇유흥업소에서 퇴폐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

로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설혹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단 형법 제307조 제

1항에 의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1. 갑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2. 이 경우 위법성이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불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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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 성 의  조 각  

그런데 마약 을이 장관 후보자인데 청문회에서 갑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저 말을 하

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일단 갑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 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

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면, 그 추정이 깨져 결국 불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형법 제310조를 왜 두었을까요? 공익을 위해 진실한 말을 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에 반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그 조항을 두었을 겁니다. 

낙태 사례 
위법성조각사유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낙태는 처벌되는 행위이지만 특별한 경우 '법질서 전체

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겠죠. 

위 법 성 의  추정  

업무상촉탁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한 행위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 법 성 의  조 각  

그러나 예를 들어 강간에 의한 임신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한 낙태였다면 어떨까요? 

1. 위법성의 추정이 깨져, 불법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가 이런 경우 낙태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

지 아니한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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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같이 법령(statute)에 의한 행위는 정당행위라 해서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정당행위

(justifiable act)도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4. 법령에 의한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이 허용하면서 동시에 금

지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을 때의 효과 

범 죄  불 성립 ( 무 죄 )  

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명예훼손 및 낙태행위를 보았습니다. 

1. 형법 제310조, 제20조 조문을 다시 보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형법조항에서 이러한 문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범죄가 아니다"를 뜻합니다. 

한 마디로 무죄(innocence)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써 정당화(justification)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 법 성 조 각 사 유와  무 죄와의  관계  

그런데 '처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는 말, 즉 무죄라는 말이 곧 위법성이 없다는 말

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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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무죄일 수도 있고, 

2.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결  

이와 같이 각종 조각사유에 관련된 법조항을 볼 때, 

1. 그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인지 책임조각사유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2. 그 내용을 보고 해석(interpretation)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책임조각사유에 관해서는 형사법 입문 제4강: 책임론에서 보겠습니다. 차차 배우기로 하

고, 오늘은 위법성조각사유만 봅시다. 

위법성에 관한 소극적 규정 

소극적  규 정 의  의 미  

아까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

요? 법률조항을 보면, 

1. 위법성에 관해 어떤 사유가 있어야만 위법성이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2. 어떤 사유(justification)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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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형법이 위법성을 

1.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2.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순간, 기본값(default)은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 법 성 을  추정 하 는  법 적  근거  

앞서 구성요건의 충족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게 추정되는 '이

유'가 무엇일까요? 

1.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정답은 '우리 형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형법이 

위법성에 관해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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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은 원래 추정된다는 무슨 선천적인 성질을 갖

고 있기 때문에 형법이 위법성을 소극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거꾸로, 위법성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

체계 하에서는 특별한 예외조항이 없다면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추정과 입증책임 

검사 의  입증책임  

제1강에서 말씀드렸듯,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

송에서는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 검사에게 있습니

다. 비록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가 집니다. 

1. 예를 들어, 폭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로 추정되지만, 그것이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입증할 사항입니다. 

2. 그러므로 피고인이 정당방위라고 항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당방위인지에 관해 검사, 

피고인 어느 쪽 주장에도 확신이 없다면, 불이익이 검사에게 갑니다. 곧, 정당방위라는 위

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죄로 됩니다. 

소송법 적  측면  

소송법적 측면(procedural)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발현합니다. 정당방위가 문제될 경우, 

1. 피고인이 정당방위였음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2. 검사가 정당방위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 체 법 적  측면  

실체법적 측면(substantive)에서 위법성 추정이 의미 

있습니다.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면, 

곧 위법한 행위로 보게 됩니다. 가령, 

1. 피고인이 정당방위라는 주장조차 하지 않으면, 

2. 일반적으로 실무상 법원은 굳이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상 추정이 있는 경우 원고

로부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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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Overview of General Justification!

이대로 달리면 5명의 인부는 열차에 치여 죽을 것이 뻔한 상황에 오른쪽으로 나 있는 비상철로

가 눈에 들어왔다. 비상철로 끝에는 1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다. 핸들은 고장나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핸들을 꺾어 오른쪽 선로로 옮겨 1명을 희생하고 5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때 우

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Michael J. Sandel 

들어가며 
이제 우리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를 하나씩 볼까요? 형법총칙에 명시된 위법성조각사유로

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각 개념

의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구행위는 실무상 인정되는 예도 없고 중요하지 않아 아래 설명에서 제외합니다. 

•추정적 승낙의 명시규정은 없지만, 이론상·실무상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명에 포함합니다. 

정당행위 
사형집행수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행위(justifiability)이므로 살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를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self-defense)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

습니다. 용감한 시민상을 줘도 부족할 판에, 시민에게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 시민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측면과, 

2.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부터 법질서를 보호하는 측면 때문에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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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 사건에서 다른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것은 긴급피난(necessity)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래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어떠한 행위로 무엇인가 침해되

는 것(빠져 죽은 사람의 목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러나 행위를 통해 침해되는 것 이상으로, 

2. 적어도 동등하게 보호받는 무엇인가(살아 남은 사람의 목숨)가 있다면, 그 행위는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승낙 
스킨헤드가 되고 싶다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의 요구에 응해 머리

카락을 모두 뽑아내는 것은 피해자의 승낙(understanding of the victim)에 해당하여 상해죄

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승낙은 명시적(explicit)일 수도 있고, 

2. 묵시적(implied)일 수도 있습니다. 

추정적 승낙 
가정부가 주인의 헌옷을 거지에게 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피해자의 승낙은 없지만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확실히 승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추정적 승낙(pre-

sumptive understanding of the victim)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1.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없었더

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2. "추정적(presumptive)"과 "묵시적"은 다른 개념입니다. 묵시적 승낙은 피해자의 승낙에, 추

정적 승낙은 말 그대로 추정적 승낙에 해당합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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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Requirements of General Justification!

정의롭지 못한 짓을 당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생각하듯이 보복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

는 안 된다. 정의롭지 못한 짓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 소크라테스 

상당성 

상 당 성 의  개 념  

'상당한 이유'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상당성(social properness)이 있다'고 합니다. 

명 문  규 정 이  있 는  경 우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조

문상 명백합니다. 가령, 상당성 없는 방위는 정당방위로 될 수 없습니다. 강도의 공격에 대

항해 넘어뜨리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반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넘어뜨리는 것은 정

당방위가 아닙니다. 

2. 정당행위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넓게 보아 역

시 '상당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명 문  규 정 이  없 는  경 우  

1. 피해자의 승낙의 경우 조문상 '상당한 이유'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규정(regulation)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승

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interpretation)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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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추정적 승낙은 그 자체가 직접 규정된 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당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총칙상 모든 유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상당성이 필요합니다. 

정 당 행 위 의  상 당 성  판 단  

정 당 방 위 의  상 당 성  판 단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

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

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

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

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사망할 정도로]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가격행위의 동

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갑의 행위는 어떠한가?]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 갑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 을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이다. 즉, 갑의 행위는 을에 대

한 정당한 침해다.] 

[을의 행위는 어떠한가?] 갑의 연설 도중에 을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갑의 연설을 방해

한 행위가 갑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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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의  상 당 성  판 단  

피해 자 의  승낙의  상 당 성  판 단  

현재성 

현재 성 의  개 념  

현재성(nowness)이란, 침해 내지 위난은 현재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 내지 위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등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명 문 규 정 이  있 는  경 우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조문상 명백

합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

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

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

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

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

어야 한[다.]

갑이 을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을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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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문 규 정 이  없 는  경 우  

정당행위와 피해자의 승낙에는 현재성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

다만,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 모두 현재성이 요건은 아닙니다. 

•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현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  요 건 의  엄격해석  

현재 성  등이  없 어  정 당 방 위 를  부 정 한  사례  

예외 

위 난 을  피하 지  못할  책임이  있 는  경 우  

긴급피난의 경우,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

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

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내세우는 바와 같은 사회심리학자의 견해(이른바 '학대나 폭력의 지속적인 재경험')

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살해 당

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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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에 따른 책임: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직무 수행에 마땅히 일정한 위난을 감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자업자득의 책임: 자기가 초래한 위험이라면,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라도 위법성

이 깨지지 않습니다. 

특별규 정 이  있 는  경 우  

피해자의 승낙 경우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해, 

피해자가 승낙을 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죠. 

1.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도 된다고 했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여전히 살인죄가 성립

합니다. 다만, 이 때 승낙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법정형을 낮게 규정하고 있지요. 

2. 법정형은 법률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피고인[남]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여]가 피고인[남]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남자

가 자기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여]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남자가 여자의 치아를 상해한 행위를]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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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의 효과 
Consent of the Victim!

승낙이 있으면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 오래된 법언 

피해자 동의의 다양한 측면 
범죄로 보이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고 합시다. 위에서 항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동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 

2. 범죄는 성립하나 형이 감경되는 경우 

3.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피해자의 승낙, understanding of the victim) 

4.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양해, acceptance of the victim) 

범죄에 영향이 없는 경우 

사례  

경찰관, 교도관과 같이 구금된 여자를 감호하는 자가 그 여자와 성교하면 피감호자간음죄가 성

립합니다. 

용어  

1. 형법규정은 강제로 성교하는 것을 강간(rape), 

2. 강제성 여부를 불문하고 성교하는 것을 간음(adultery)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석  

강제성이 있든 없든, 감호하는 자가 피감호자와 성교하는 자체에 이미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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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성립하나 형이 감경되는 경우 

사례  

살인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사안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낙태를 피해자(임산부)가 동

의하더라도 의사에게 범죄가 성립하는데, 동의가 없는 때보다는 법정형이 낮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피해자의 승낙) 

사례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해 때렸다면 '폭행이긴 하지만 불법이 없는 것'이 됩니다. 

분석  

1. 폭행(violence, assault)이란 상대의 의사에 

무관하게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동의하더라도 폭행은 폭행입니

다. 폭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됩니다. 

2. 단지,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을 

뿐이죠. 오늘 강의에서 본 바대로, 폭행에 대

한 동의는 피해자의 승낙(understanding of 

the victim)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양해) 

강 간  사례  

강간(rape)은 어떨까요? 피해자가 자신과 성교해달라고 해 폭행하며 성교했다면 어떨까요?  

1. "강간이긴 하지만 불법이 없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간이란 개념 자체가 

강제로(forcibly), 즉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against victim's will) 성교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면 "강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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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곧,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요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교에 

동의하였다면 위법성 단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미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강간죄는 구성요건으로 강간(rape)을, 피감호자간음죄는 구성요건으로 간음(adultery)으

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절도  사례  

같은 이유에서, 절도에 관해 피해자가 동의하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어 무죄입니다. 

양해 의  개 념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1. 피해자의 승낙(understanding)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2. 강간이나 절도처럼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를 

양해(acceptance)라고 합니다. 즉, 강간이나 절도에 대한 동의는 양해에 해당합니다. 

양해 의  의 의  

1.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illegality)조각사유

이지만, 

2. 양해는 구성요건(corpus delicti) 해당성이 

배제되는 사유입니다.  

양해가 있으면 애당초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

로, 위법성이 추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동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문 제 상 황  

만약에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동의를 구한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조폭들이 찾아

와서 "돈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를 테니, 자, 동의한다는 각서를 써라"고 협박해 동의했다면,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87 판결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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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조폭들이 내 손가락을 자르더라도 조폭들은 무죄입니까? 이와 같이 착오나 협박에 의

한 동의의 효과가 종종 문제됩니다. 

하 자  있 는  승낙  

하자 있는 승낙의 경우, 대체로 그 승낙을 무효로 봅니다.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유효한 승낙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위 조폭 사례에서 무죄로 되지 않고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하 자  있 는  양해  

하자 있는 양해는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1. 하자 있는 양해라도 유효한 양해로 보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결국 무죄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2. 하자 있는 양해를 무효인 양해로 보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므로 결국 유죄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

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

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은 사안이다.]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 있는 승낙이다.] 수술의 위법성을 조

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21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

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 즉, 속임수를 당해 동의했

으므로, 하자 있는 동의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동의는 유효한 양해로 봐야 하므

로,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

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

임 장소인 음식점[OO복집]에 들어간 [사안이다.]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즉, 

출입 동의는 하자 있는 동의로, 무효인 양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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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요소 
Subjective Element of Justification!

불법의 판단에 중요한 것은 객관적·현실적 사정보다 행위자의 표상이다 - Diethart Zielinski 

개념 

정 당 화 사 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다른 말로 정당화(justification)라 했습

니다. 정당화사유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객관적 정당화상황 

2. 주관적 정당화요소 

객관 적  정 당 화 상 황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객관적 정당화상황(objective situation of justifi-

cation)'이라 합니다. 구성요건에서의 '구성요건적 상황'에 대응합니다. 

주관 적  정 당 화 요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기해 행위한다는 의사를 '주관적 정당화요소

(subjective element of justification)'라 합니다. 구성요건에서의 '고의'에 대응합니다. 

1.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방위의사, 

2. 긴급피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피난의사로 부릅니다.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관적 정당화요

소까지 있어야 합니다. 즉, 둘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 적어도 방위의사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2. 적어도 피난의사가 있어야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정당방위

·과잉방위나 긴급피난·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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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지위 

구 성 요 건 요소의  2 가 지  측면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적 상황을 말합니다. 가령, 폭행행위가 있는 상황입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과실을 말합니다. 가령, 폭행의 고의입니다. 

위 법 성 조 각 사 유 ( 정 당 화 사 유 ) 의  2 가 지  측면  

1. 객관적 정당화상황: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가령, 칼을 든 강도가 우리 

집에 침입한 상황입니다. 

2. 주관적 정당화사유: 방위의사, 피난의사 등을 말합니다. 가령, 자신의 신체와 가족의 재산

을 지키기 위해 도둑을 때려야겠다는 의사입니다. 

피고인들이 위 계엄군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를 이용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

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한다

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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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관계  

1.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응하여, 객관적 측면에서 위법성을 조각하고, 

2. 주관적 정당화사유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응하여, 주관적 측면에서 위법성을 조각합

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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